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18/2018  1 of 4 
Form #OP2018-2 

Motion to Modify/Extend 
Order of Protection 

And 
Order Extending Order 

of Protection Until 
Hearing 

보호 명령 수정/연장과 

심리까지 보호 명령 연장 

명령 신청서 
 

 

Case No.  

사건 번호 

Cour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원 

County                                 Tennessee 

카운티                                  테네시 

                 
PETITIONER/PLAINTIFF 

청원인/원고 
 

 
   

   First                             Middle                          Last 

   이름                           중간 이름                       성씨 

 

PETITIONER/PLAINTIFF IDENTIFIERS 

청원인/원고 식별자 

 

 
Date of Birth of Petitioner 

청원인의 생년월일 
 

Minor Children Protected Under this Order: 

해당 명령 하 보호되는 미성년자 아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 

 

RESPONDENT 
피청원인     RESPONDENT IDENTIFIERS 

   피청원인 식별자 
     성별     인종     생년월일    키           몸무게 

 

              
First              Middle   Last 

이름                    중간 이름                             성씨 

                                                                           눈동자색 머리색   

  

Relationship to Petition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인과의 관계 

SEX 
  

RACE DOB HT WT 

EYES HAIR 



04/18/2018  2 of 4 
Form #OP2018-2 

Address & Phone N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spondent’s Employer ________________________     Distinguishing Features:________________________  

피청원인의 고용주                                                                               식별 특징 

                    

NOTICE: PURSUANT TO T.C.A. §36-3-608 AND THE ATTACHED ORDER, THE ORDER OF 
PROTECTION ENTERED ON _______________ REMAINS IN FULL FORCE AND EFFECT PENDING 
THIS HEARING AND FURTHER ORDERS OF THE COURT.  

알림: T.C.A. §36-3-608과 첨부된 명령에 의하여 ________________날 시작된 보호 명령은 심리와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완전한 실행력과 효력을 유지합니다. 

  
Comes now the Petitioner, ____________________, and swears and affirms pursuant to T.C.A. 

§36-3-605(d), and T.C.A. §36-3-608, and moves this court to modify/extend the Order of  
 
Protection entered by this court 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 for: 

 

청원인, _________________,(은)는 T.C.A. §36-3-605(D) 및 T.C.A. §36-3-608에 따라 다음 내용에 대해 

선서하고 확언하며  ___________날 시작된 보호 명령을 해당 법원이 수정/연장하도록 시행한다. 

 
 One year, and Petitioner, upon notice to Respondent, may request a continuation of the Order. This is 

requested because:  

1년, 그리고 청원인은, 피청원인에게 통보 하에, 해당 명령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요청하는 

이유는: 

 
 
 

 
 

 
 Five years based on an initial violation of the Order of Protection. This is requested because: 

보호 명령의 첫 위반에 근거하여 5년. 이를 요청하는 이유는: 

 
 
 

 
 Ten years based on a second or subsequent violation of the Order of Protection. This is requested 

because:  

보호 명령의 두 번째 또는 차후 위반에 근거하여 10년. 이를 요청하는 이유는 

 
 
 

 
 Transfer the billing responsibility for and rights to wireless telephone number(s)  

무선 전화 번호(들)에 대한 청구 책임과 권리 이전 

Pursuant to T.C.A. §36-3-627, please issue an order directing _____________________, a wireless 
telephone service provider, to transfer the billing responsibility for and rights to the wireless telephone 
number(s) of petitioner since petitioner is not the account holder. 

청원인이 계정 명의자가 아니므로 T.C.A. §36-3-627에 따라 무선 전화 서비스 제공사인 

_________________에게 청원인의 무선 전화 번호(들)에 대한 청구 책임과 권리 이전을 지시하는 명령을 

발급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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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If the judge makes this order, you will be financially responsible for the transferred wireless 
telephone number or numbers, including the monthly service costs and costs of any mobile device 
associated with the wireless telephone number or numbers. You may be responsible for other fees. 
Before checking this box, contact the wireless service provider to find out what fees you will be 
responsible for and whether you are eligible for an account.  

주의: 판사 분께서 해당 명령을 내릴 경우, 귀하께서 매월 서비스 비용과 무선 전화 번호 또는 번호들과 

연관된 모든 기기 비용을 포함한 이전된 무선 전화 번호 또는 전화 번호들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타 비용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상자에 표시하기 전, 무선 서비스 제공사에게 연락하여 귀하께서 책임져야 하는 비용이 무엇이고 계정 

소유에 자격 충족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Other relief requested.  

요청하는 기타 조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 OF TENNESSEE ) 
테네시 주  

COUNTY OF _________ ) 
카운티 

 
                                                                         , Petitioner, being first duly sworn, has read the foregoing 
Motion, knows the contents thereof, and states that the same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Petitioner's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청원인은 적법 선서 하, 해당 신청서를 읽었으며, 내용을 인지하며, 해당 내용이 청원인의 지식, 정보와 믿음 하에 진실이고 정확하다고 진술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ETITIONER 
청원인 

 
Sworn to and subscribed before me this                               day of  ____________, 20___.  

선서 및 구독 날짜                                                                    일                               월         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TARY PUBLIC/CLERK 

                                         공증인/서기 

My Commission Expires:_____________________ 
공증 권한 만료 

 
TEMPORARY ORDER EXTENDING ORDER OF PROTECTION 

보호 명령을 연장하는 임시 명령 

(If applicable) 
(해당될 경우) 

 

It appears to the Court from the sworn motion to modify or extend the order of protection that such an  
order should issue pursuant to Tennessee Code Annotated, title 36, chapter 3, part 6. 

테네시 법률 주석, 출판물 6, 제 3장, 부문 6에 따라 선서 하 보호 명령 수정 또는 연장 신청서에 근거하여 해당 명령이 발급되어야 됨을 법원에서 

인정한다. 

 
IT IS, THEREFORE, ORDERED, ADJUDGED, AND DECREED: 

그러므로 다음 사항이 명령되며, 판결되고 결정되었다. 

1. That this court’s Order of Protection entered on the ___ day of ___________, 20__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the hearing on the Motion to Extend the Order of Protection is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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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명령 연장 신청에 대한 심리가 있을 때 까지 20__년 __월 __일에 시작된 해당 법원의 보호 명령은 효력을 유지한다. 

2. That a copy of the Motion to Extend the Order of Protection, this Temporary Order Extending 
Order of Protection and the attached Notice of Hearing, shall be served upon the 
Respondent. 
보호 명령 연장 신청서, 해당 임시 보호 명령 연장 명령서와 첨부된 심리 통보서의 사본은 피청원인에게 송달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JUDGE/MAGISTRATE 

날짜                                                                           판사/치안 판사 

 
NOTICE OF HEARINGTO MODIFY OR EXTEND ORDER OF PROTECTION 

보호 명령 수정 또는 연장을 위한 청원 통보서 

 
To the Respondent: 

피청원인께 
 

Notice is hereby given to you that the above named Petitioner shall appear requesting the Court to 
modify and/or extend the Order of Protection previously entered in this cause and to award the relief 
prayed for in the Motion to Modify/Extend Order of Protection. 

해당 통보는 상단에 표기된 청원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서 시작된 보호 명령을 수정 및/또는 

연장과 보호 명령 수정/연장 신청서에 표기된 조치를 요청한다는 통보입니다. 

 
IF YOU WANT TO TELL YOUR SIDE TO THE JUDGE, YOU MUST BE AT THE HEARING. IF YOU DO 
NOT COME TO THE HEARING, THE JUDGE WILL DECIDE BASED ONLY ON THE PETITIONER’S 
TESTIMONY. 
귀하의 입장을 판사께 전하고 싶다면, 심리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심리에 오지 않을 경우, 판사는 오로지 청원인의 증언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DATE OF HEARING ________________________ AT ____________________ A.M./P.M. 
청원 날짜                                                                   시간                                        오전/오후 

 
PLACE OF HEA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원 장소 

 
CERTIFICATE OF SERVICE 

서비스 인증서 

 
I hereby certify that I have sent a copy of the foregoing motion, notice of hearing and temporary order 
extending order of protection by fax to the ______________County Sheriff’s Department and by U.S. 
mail postage pre-paid, to the respondent at his or her last known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술된 신청서, 청원 통보서, 임시 보호 명령 연장 명령서 사본을 팩스로 _________ 카운티 보안관 부서에 

보냈으며 미국 선불 우편으로 피청원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으)로 

보냈음을 인증합니다.  

 
    This   ___ day of ______________, 2____. 

2___년 ___월 ___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ERK 

서기 

 
   By: __________________________ 
    Deputy Clerk 

                                                                                                            보조 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