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레 곤 주 순 회 법 원 

카운티_________________ 
 
  
                 참조CIF    ) 사건 번호.       

고소인, (당신의 성명)           (생년월일)  )  
      ) 

      ) 제지 명령서 갱신을 위한 고소장 
 대.     ) (가족 학대 방지 법) 
      ) 
                                       참조CIF   )    
피고소인   (생년월일) )  
(제지된 사람의 성명).                 ) 
 
 

고소인 고지서 
당신은 반드시 완전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함.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법정은 어떤 제지 명령서도 기각 할 수 

있고 당신을 법정 모독 죄로 처리 할 수 있음. 
 

 

나는 고소인이고 다음의 정보들이 사실임을 선서 합니다: 

1. 나는 만약 제지 명령서가 갱신되지 않으면 피고소인에 의한 학대의 추가 행위에 이유 있는 공포가 있음 

이유는:  (만약 제지 명령서가 갱신되지 않으면 왜 당신은 피고소인이 당신을 학대할 것 이라는 공포가 

있는지 설명 하시오.  중요:  당신은 원 제지 명령서 이후로 새로운 그리고 다른 학대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인 고지서 
당신은 반드시 당신이 접수하는 혹은 법원에 제출하는 그리고, 대신에, 어떠한 서류의 어떠한 정보(“사적인 비밀 정보)도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사적 비밀 정보 양식(CIF)에 제공 하여야 한다. 이 서류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 사적인 

비밀 정보가 드러나는 곳, 당신은 반드시 비밀 정보를 UTCR 2.130 에 의거 비밀 정보 양식 (CIF)에 제공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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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여 나는__________________, 20  (원래 명령 날짜), 원래 사인된 1년 동안 

유효한 이사건의 금지명령을 갱신하는 명령을 내려 줄것을 법원에 요청하며, 원래 금지명령에 설명되어 

있는데로 보석금의 금액을 유지하거나, 법원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금액으로 정해 줄것을 

요청힙니다.  
 

           
   고소인 사인 

           
   고소인의 성명 기입 

오레곤 주                      ) 
      ) 
카운티    ) 
 
내 앞에서 사인되고 선서됨      날      , 20   에 의해 
 
                  
(고소인 성명 기입) 

                 
        오레곤 공증인/ 법원 사무관 

        나의 위원 만료 일:       
 
서류 준비 증명서   당신은 법원에 접수하는 서류와 관련된 이 증명서를 진실되게 완성 하십시오. 적용되는 

모든 간을 마크 하시고 빈 간을 완성 하시오: 

 ❒ 내 자신이 이 문서를 선택했고 도움 없이 완성 하였습니다. 

 ❒ 나는 이 양식의 준비를 도와준      에게 지불했고 혹은 지불 할 것임. 

 

접수자: 
 

                
성명 기입,    고소인          고소인의 변호사                       OSB 번호.  (만약 적용 가능하면) 
 
                
연락처 주소            시, 주, 우편 번호                                전화 및 연락 전화 번호 
안전한 연락처 주소 사용                               안전한 연락 전화 번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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