
EA-115-INFO K 	 새	심리	날짜를	신청하는	방법

1 다음의	경우	새	법원	날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보호 대상자이며 법원 날짜 이전에 Notice of Court Hearing (법원 심리 통지서) (양식 EA-109)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 시간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금지 대상자이며, 이것이 귀하의 첫번째 법원 날짜 조정 신청입니다. 

• 새 법원 날짜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일정 조정에 대한 귀하의 신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EA-115는	어떤	양식입니까? 
Request to Continue Hearing (심리 연기 신청서) (양식 EA-115)는 법원에 귀하의 법원 날짜 조정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법원 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 임시 금지 명령) (양식 EA-110)이 승인된 
경우, 법원이 해당 임시 금지 명령을 수정 또는 종료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TRO는 새 법원 날짜의 끝까지 
연장됩니다. "연장"이란 새로운 심리 날짜까지 모든 임시 명령이 그 효력을 유지함을 의미합니다. 

3 다음	단계에	따르십시오.	

• 양식 EA-115를 모두 작성합니다. 

• Order on Request to Continue Hearing (심리 연기 신청에 대한 명령) (양식 EA-116)과   1   에서   2   까지의 항목을 
작성합니다.

• 판사가 귀하의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서기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에게 서류 검토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법원 서기에게 문의하십시오. 

• 현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양식을 제출한 후, 판사가 귀하의 법원 날짜 조정 신청을 승인하였는지 여부를 서기의 
사무실에 확인합니다. 

• 판사가 양식 EA-116에 서명한 경우, 귀하는 새 법원 날짜를 받게 됩니다. 판사가 양식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양식 
EA-109에 나와 있는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법원에 가야 합니다. 

• 다음으로, 서기에게 양식 EA-115와 EA-116을 모두 제출합니다. 서기는 귀하를 위해 최대 3개의 파일 스탬프가 찍힌 
사본을 작성할 것입니다. 법원 날짜에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사본을 하나 이상 보관하십시오. 

• 양식 EA-116의 항목   6   의 설명과 같이, 상대방도 법원 서류의 사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 서류를 수령하는 사람에게 송달 증명 양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직접 수령한 경우, Proof of Personal 
Service (직접 송달 증명서) (양식 EA-200)을 사용하십시오. 우편 수령인 경우, Proof of Service—Civil (송달 증명서—
민사) (양식 POS-040)을 사용하십시오. 완성된 양식의 사본을 2부 작성합니다. 

• 완성하여 서명된 송달 증명서 양식을 법원 날짜 전에 서기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 법원이 법원 날짜를 조정하고 TRO를 새 법원 날짜로 연장한 경우, 서기는 해당 TRO를 법 집행 기관에 보냅니다. 
이는 주 전역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되어, 해당 명령서가 집행되도록 경찰에게 알리게 됩니다. 

4 법원	날짜에	법원에	출두합니다	

• 법원 날짜에 서류 및 제출 서류 사본을 최소 2부 이상 가져가십시오. 제출된 송달 증명서 양식을 포함하십시오. “
서류”에는 증거품, 증명 및 재무 제표가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재량에 따라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보호 대상자이고 법원 날짜에 가지 않는 경우, 귀하의 TRO는 법원 날짜로 기재된 날짜와 시간에 만료됩니다. 

• 귀하가 금지 대상자이고 심리에 가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귀하에게 반하여 최대 5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귀하의 카운티에서 이용할 수있는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지원에 대해 법원 서기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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