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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name: 
 

 

 

귀하의 성함: 

ATTACHMENT TO 

ORDER TRANSFERRING WIRELESS PHONE ACCOUNT  

무선 전화 계정 이전 명령 별지 

Confidential Information 

비밀 정보 
 

 
 

 
ATTENTION PROTECTED PERSON: This form should not be filed in the court file.  

보호받는 이께 알림: 법정 기록에 해당 양식을 제출하지 마십시오. 

 
 

If the judge ordered that a transfer of a wireless phone account from the restrained person’s name 
into your name, then: 

판사께서 제한된 사람으로부터 무선 전화 계정 이전을 명령하게 될 경우, 다음을 따르십시오. 

 
 

a) Complete this form 

  이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b) Send this form and a copy of the Order Transferring Wireless Phone Account to the   
wireless service provider (service provider). 

해당 양식과 무선 전화 계정 이전 명령 사본을 무선 통신사(서비스 제공사)에게 보내십시오. 

 
 

To be completed by Protected Person: 

     보호되는 이가 작성할 내용 

 

The service provider is (name of compan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 제공사는 (회사 명칭) 

 

The current account holder (name of restrained pers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계정 명의자 (제한이 적용되는 자의 이름) 

 

The new account holder (your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새로운 계정 명의자 (귀하의 이름) 
 

Your contact information (Only the service provider will use this information to contact you to 

set up your account): 

State of Tennessee 

테네시 주 

 

Court (Must Be Completed) 

법원 (작성 필수) 

 

County (Must Be Completed) 

카운티 (작성 필수) 

DO NOT FILE THIS FORM IN THE COURT FILE 

 법정 기록에 해당 양식을 제출하지 마십시오 

Case Number: 
사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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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연락처 정보 (오로지 서비스 제공사만이 귀하의 계정 개설을 위해 귀하께 연락하기 위해 

해당 연락 정보를 사용할 것입니다) 
 

a. The best phone number to reach you at is (make sure it is not the phone number of the restrained person or a 

number on his/her account): 

귀하께 연락드릴 최선의 전화 번호 (해당 번호가 제한된 이의 번호이거나 그/그녀의 계정에 있는 번호가 아님을 

확인하십시오) 

 
 
 

 
 

b. Another phone number to reach you at is (make sure it is not the phone number of the restrained 

person or a number on his/her account): 

귀하께 연락드릴 다른 전화 번호 (해당 번호가 제한된 이의 번호이거나 그/그녀의 계정에 있는 번호가 아님을 

확인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Your private e-mail address that the restrained person cannot use: 
제한된 이가 사용할 수 없는 귀하의 개인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 Your mailing address that the restrained person cannot use or get to: 
                 제한된 이가 사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귀하의 우편 주소 

  
 

SEND the Order Transferring Wireless Phone Account AND THIS FORM to the Wireless Carrier 

무선 전화 계정 이전 명령과 ‘해당 양식’을 무선 통신사에게 ‘보내십시오’ 

To find out where to send these forms, go to the Tennessee Secretary of State’s website at: 
https://tnbear.tn.gov/Ecommerce/FilingSearch.aspx and search for your service provider. The 
account(s) CANNOT be transferred to you if you do not send these forms to the service provider. 

해당 양식을 어디로 보낼지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테네시주 장관 웹사이트 

https://tnbear.tn.gov/Ecommerce/FilingSearch.aspx를 방문하여 귀하의 서비스 제공사를 

검색하십시오. 서비스 제공사에게 해당 양식을 보내지 않을 경우 계정을 이전시킬 수 없습니다.  
 

ATTN: Wireless Provider:  *Pursuant to Tennessee Code Annotated 36-3-627, the person’s contact information 

listed in #3 above is CONFIDENTIAL and must not be disclosed to the person listed in #2. 

주의: 무선 통신사: 테네시 법률 주석 36-3-627에 의하여, 상단 #3에 기입된 연락처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2에 게시된 사람에게 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Provider shall notify requesting party if Provider cannot operationally or technically effectuate this order due to certain 
circumstances, including when: the account holder has already terminated the account; differences in network 
technology prevent the functionality of a device on the network; or there are geographic or other limitations on network 
or service availability,  

*제공사는 운영 방침 상 또는 기술적으로 특정한 상황에 의하여 해당 명령을 발효시킬 수 없을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정 명의자가 이미 계정을 폐지시켰을 경우, 네트워크 기술의 차이가 

네트워크 상 기기 기능을 방해할 경우, 또는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 이용성에 지리적 또는 기타 제한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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