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레곤 주 순회 법정 

카운티___________________ 
 
 
사건 종류 :                               ) 사건 번호. 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소인,      )  

      ) 피고소인 고지서 

  ❒ 법정 보호자 대리인 ) )            및 심리에 개인  

      )  출두 명령서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피고소인.  )
 

피고소인에게:  당신의 권한에 영향을 주는 스토킹 보호 명령서가 법원에 의해 발행 

되었음. 이 명령서는 지금 유효함. 
 
1.  당신, 피고소인, 은 다음에 첨부한 고소장에 스토커로  명명 되었음. 고소인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이며 원치 않는 접촉을 함으로서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집안 구성원 혹은 고소인의 직계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알면서, 혹은 부주의로 경종(위협) 혹은 강압(강제)을 하였다고 청원 하였음.  임시 법원 

스토킹 보호 명령서가 법정에 의해 당신에게 발행 되었음. 첨부한 고소장 사본 및 임시 스토킹 보호 

명령서를 참조. 
 
2.  당신은 반드시 다음에 출두 해야 함          

        법정 이름 및 주소 
  
  / /  에       심리 개최에.  

     날짜                시간 
 

심리에서, 법정이 무기한 최종 스토킹 보호 명령서를 발부할지 말지에 대해 결정할 것임. 
 
피고소인에게:  만약 당신이 심리에 불참 하면, 법정은 당신에게 체포 영장 및 최종 스토킹 보호 

명령서를 발부할 수도 있음. 

스토킹 명령서 위반 

스토킹 보호 명령서, 임시 혹은 최종, 위반은 범죄임. 범죄는 A 급 경범죄 이나 만약 당신이 스토킹 전과가 있거나 

스토킹 보호 명령을 위반한 적이 있으면, 위반은 C 급 중 범죄 임. 

NOTICE TO RESPONDENT AND ORDER TO PERSONALLY APPEAR FOR HEARING -Korean- Page 1 OF 2 
StalkingProtective:  StalkNotResp (1/09)                      피고소인 고지서 및 심리에 개인 출두 명령서 



 
연방 규정 

 
당신은 임시 혹은 최종 스토킹 보호 명령서가 유효한 동안 무기류나 탄약의 소지는 연방 검사에게 복종될 수 있음.  
 

무기류 금지법이 당신에게 적용될 수 있음 
 

이 명령서 혹은 이 명령서의 수정 혹은 연기에 따른 다른 명령의 결과로 연방법 19 USC § 922(g)(8) 에 따라 당신은 

무기를, 엽총, 권총 및 탄약포함, 구매 하거나 소지 하는 것이 불 법이 될 수 있음.   만약 당신이 무기류 구매 및 

소지가 불법이 될 수 있는지 의문 사항이 있으면, 당신은 변호사와 상의 하십시오. 

당신은 또한 다음의 사항들로부터 금지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이 명령서를 위반할 의도로 주 경계 선이나 지역 경계선을 넘어 여행을 하므로 이 명령서를 위반 

하는 것. 

• 이 명령서를 위반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주 경계선이나 지역 경계선을 넘게 하는 것. 

• 무기류 및 탄약을 운송, 선적, 수령 및 소유. 
 
이 명령서는 또한 ORS 348.282 에 따라 당신이 미 합중국 군대에 봉사 하거나 법 기관에 취직하는데 당신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타 법규들 
  

스토킹 보호 명령서의 유, 무효를 떠나 연방 법규가 다음의 사항들로부터 당신을 제한 할 수도 있음: 

• 당신의 현재 혹은 전 배우자나 동반자를 괴롭히거나, 위협 및 상처를 줄 의도로 주 경계선이나 지역 경계선을 

넘어 여행을 함으로서 그 사람에게 육체적 상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 

•  당신의 현 혹은 전 배우자나 동반자를 주 경계선이나 지역 경계선을 넘어 여행케 함으로서 그 사람에게 

육체적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의도적으로 행 하는 것. 

•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상해를 입힐 의도로 주 경계선을 넘어 여행을 하는 것 과 그 결과로 혹은 그 여행의 

결과로 그 사람을 죽음의 공포나 혹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직계 가족에게 심각한 육체적 상해를 입히게 

만드는 것. 

• 그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주는 혹은 그 사람을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에 타당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직계 가족에게 심각한 육체적 상해를 주게 하는 우편이나 다른 주 간의 수단을 사용 하는 

것. 
 
            
날 짜                  

        순회 법원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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