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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족법)

Family Code, §§ 2024, 2340,
2343, 2346

www.courts.ca.gov

FL-180 K

법원용

정보 제공 전용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변호사 또는 변호사 없는 당사자(이름, 주 변호사 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선택 사항):
이메일 주소(선택 사항):

변호사 신청인(이름):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거리 주소:

우편 주소:

시 및 우편번호:

법원 이름:

다음 당사자의 결혼 또는 동거
신청인:

피신청인:

판결
* 이혼 * 법적 별거 * 무효 확인

* 상태 확인에 국한됨
*  결혼 또는 동거 관계 상태의 종료에 대한 판결 유보
* 유보된 쟁점에 대한 판결

결혼 또는 동거 관계 상태의 종료일:

1. * 본 판결은 * 개인적 행위 금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존 금지 명령을 수정합니다
해당 금지 명령은 첨부 문서의 페이지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지 명령의 만료일(날짜):

2. 본 절차의 심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자동 이혼(default) 또는 합의 이혼(uncontested) * 가족법 섹션 2336에 따른 선언
* 재판상 이혼(contested) * 재판상 합의
a. 날짜: 부서: 호실:
b. 사법관(이름): * 임시 판결
c. * 법정에 출석한 신청인 * 법정에 출석한 변호사(이름):
d. * 법정에 출석한 피신청인 * 법정에 출석한 변호사(이름):
e. * 법정에 출석한 청구인(이름): * 법정에 출석한 변호사(이름):
f. * 기타(이름을 기재할 것):

3. 법원은 다음 사유로 다음 날짜에 피신청인에 대해 관할권을 갖게 됨:
(a) * 피신청인에게 절차가 송달되었음.
(b) * 피신청인이 출석했음.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령함
4. a. *  해산 판결을 등록함. 결혼 관계 또는 동거 관계 상태가 종료되고 당사자들이 독신자의 상태를 회복하는 시기:

(1) * 날짜(날짜를 기재할 것):
(2) * 상대방에게 통지된 일방 당사자의 신청 또는 합의에서 정하는 날짜

b. * 법적 별거 판결이 등록된 때
c. * 무효 확인 판결이 등록된 때. 다음 사유를 근거로 당사자들이 독신으로 선언됨(자세히 기재할 것):

d. * 본 판결이 소급하여 등록될 기준일(날짜):
e. * 유보된 쟁점에 대한 판결
f. * 신청인의 * 피신청인의 결혼 전 이름이 복원됨: (자세히 기재할 것):
g. * 기타 모든 쟁점에 대한 관할권을 계속 보유하며, 아래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의 모든 명령은 계속 효력을 유지함.
h. *  본 판결에는 자녀 부양 및 가족 부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각 당사자는 본 판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동 양육비 사건 등록 

양식(양식 FL-191)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부모는 변경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갱신된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변경 내용을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권리 및 책임 통지—의료 서비스 비용 및 상환 절차 및 아동 양육비 명령 
변경에 대한 정보 시트(양식 FL-192)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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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각 당사자의 성명):

정보 제공 전용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판결
(가족법)

4. i. * 본 결혼 또는 동거 관계의 자녀:
(1) * 이름 생년월일

(2) * 결혼 또는 동거 관계 이전에 출생한 본 관계의 자녀에 대해 친자 관계가 확정됨
j. *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양육 시간) 명령은 첨부된 아래의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음

(1) * 화해 계약, 판결을 위한 합의 또는 기타 가족법 섹션 3048(a)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된 서면 계약.
(2) *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명령 첨부(양식 FL-341).
(3) * 자녀 양육권 및/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합의 및 명령(양식 FL-355).
(4) *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 확정되었음. 사건 번호: 법원:

k. * 아동 양육비 명령은 첨부된 아래의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음
(1) * 화해 계약, 판결을 위한 합의 또는 기타 가족법 섹션 4065(a)에서 요구하는 선고가 포함된 서면 계약.
(2) * 아동 양육비 정보 및 명령 첨부(양식 FL-342).
(3) * 아동 양육비를 정하거나 수정하는 합의 및 명령(양식 FL-350).
(4) *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 확정되었음. 사건 번호: 법원:

l. * 배우자, 동거인 또는 가족 부양 명령은 다음과 같음
(1) * 다음 사람과 관련하여 장래에 판단하기 위해 유보됨: * 신청인 * 피신청인
(2) * 다음 사람에 대해 배우자 또는 동거인 부양 명령을 내릴 관할권이 소멸됨 * 신청인 * 피신청인
(3) * 첨부된 배우자, 동거인, 가족 부양 명령 첨부(양식 FL-343)에 명시된 바와 같음.
(4) * 첨부된 화해 계약, 판결을 위한 합의 또는 기타 서면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음.
(5) * 기타(자세히 기재할 것):

m. * 재산 분할 명령은 첨부된 아래의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음
(1) * 화해 계약, 판결을 위한 합의 또는 기타 서면 계약.
(2) * 판결에 대한 재산 관련 명령 첨부(양식 FL-345).
(3) * 기타(자세히 기재할 것):

n. *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에 관한 명령은 첨부된 아래의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음
(1) * 화해 계약, 판결을 위한 합의 또는 기타 서면 계약.
(2) *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 명령 첨부(양식 FL-346).
(3) * 기타(자세히 기재할 것):

o. * 기타(자세히 기재할 것):

본 판결에 대한 각각의 첨부 문서는 본 판결의 일부로 편입되며, 당사자들에게 각 첨부 문서의 조항을 준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본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명령을 내릴 관할권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날짜: 
사법관

5. 첨부된 페이지 수: * 마지막 첨부 문서 다음에 서명란이 있음

고지:
상대방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유언, 신탁, 퇴직 연금 제도, 위임장, POD (payable-on-death) 은행 계좌, TOD (transfer-on-death) 차량 등록, 합유
(owned in joint tenancy) 부동산에 대한 생존자의 권리 및 부동산에 대한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에 따라 일방 동거 파트너 또는 배우자가 갖는 
권리는 이혼 또는 법적 별거로 인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생명 보험 수익자로서의 일방 동거인 또는 배우자의 
권리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문제와 신용 카드, 기타 신용 계정, 보험 정책, 퇴직자 연금 제도 및 신용 보고서를 검토하여 
변경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채 또는 채무는 재산 및 부채 분할의 일환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양도될 수 있지만, 해당 당사자가 부채 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자녀, 가족, 동거인 또는 배우자 부양을 명령하는 경우, 추가 증거 없이 소득 양도 명령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부양료를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해 현재 10%인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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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버전만 온라인 입력 가능.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양식을 인쇄한 후, 이 양식 지우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양식인쇄 이 양식저장

영어 버전만 온라인 입력 가능.

이 양식지우기


	이 양식인쇄: 
	이 양식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