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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having reviewed the request of the Plaintiff to transfer a wireless phone account 

from the Respondent to the Plaintiff pursuant to Tennessee Code Annotated 36-3-627, the 

court finds as follows: 

법원은 테네시 법률 주석 36-3-627에 의하여 원고의 피청원인으로부터 원고에게 무선 전화 

계정 이전 요청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평결을 내림. 

1. Wireless service provider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무선 서비스 제공사 (이름) 

 
2. Current account holder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계정 명의자 (이름) 

Billing telephone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구 전화 번호 

 
3. New account holder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새로운 계정 명의자 (이름) 

 
4. Transfer of the following wireless phone number(s): 

다음 무선 전화 번호 이전: 

 

Telephone number (include area cod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지역 번호 포함) 

Telephone number (include area cod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지역 번호 포함) 

State of Tennessee 

테네시 주 

Court (Must Be Completed) 

법원 (작성 필수) 

County (Must Be Completed) 

카운티 (작성 필수) 

Order Transferring Wireless Phone 

Account 

무선 전화 계정 이전 명령서 

 

File No. __________________  
                      (Must Be Completed) 

기록 번호      (작성 필수) 

 
Division __________________ 

                         (Large Counties Only) 

  부서             (대형 카운티만 해당) 
 

 
Plaintif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고 

                               
 

Defenda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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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hone number (include area cod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지역 번호 포함)  

Telephone number (include area cod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지역 번호 포함) 

Check box to include attachment with additional telephone number(s). 

추가 전화번호를 별지에 첨가할 경우 해당 상자를 체크하십시오. 

 

ORDER TRANSFERING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권리와 책임 이전 명령서 

 

It is hereby ordered: 

다음과 같이 명해졌습니다. 

1. That al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accounts listed #4 including all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telephone numbers, monthly service costs, and costs for any 

mobile device associated with the telephone numbers, must be immediately transferred 

b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ireless phone provider) to the new 

account holder (person in #3) 

#4에 표기된 모든 계정의 전화 번호, 매월 서비스 비용, 전화 번호와 연관된 모든 기기 

비용의 재정적 책임을 포함한 권리와 책임은 즉시 _________________(무선 전화 

제공사)에 의하여 새로운 계정 명의자(#3에 표기된 이)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2. The person in #3 will be financially responsible for the accounts listed in #4, starting 

(choose one): 

#3 에 표기된 이는 #4에 표기된 계정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다음 날짜부터 지게 된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The date the account is transferred by the wireless service provider. 

         무선 서비스 제공사가 계정을 이전하는 날짜 

         Specific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특정 날짜 

3. The person in #3 must send this order and a completed copy of the Attachment to Order 

Transferring Wireless Phone Account to the wireless service provider listed in #1. For 

information on where to send this form and the Attachment to Order Transfe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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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Phone Account, go to the following website: 

https://tnbear.tn.gov/Ecommerce/FilingSearch.aspx   

#3 에 표기된 이는 해당 명령서와 작성된 무선 전화 계정 이전 명령서 별지의 사본을 

#1에 표기된 무선 서비스 제공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해당 양식과 무선 전화 계정 이전 

명령서 별지를 보내야 할 곳에 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tnbear.tn.gov/Ecommerce/FilingSearch.aspx 

 

4. The Attachment to Order Transferring Wireless Phone Account is a confidential form 

and must NOT be filed with the court. 

무선 전화 계정 이전 명령서 별지는 비밀 양식이므로 법원에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So ordered this ______ day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___. 

명령 날짜                         일                                                              월,            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udge/Magistrate 

판사/치안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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