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COURT USE ONLY / 법정 이용 전용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MUNICIPAL COURT OF THE STATE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
JUSTICE COURT OF THE STATE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치안 법원
COUNTY OF / 소재 카운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JUDICIAL DISTRICT / 재판 관할구역
PLANTIFF / 고소인

DEFENDANT / 피고인

COURT NUMBER /법정 번호

NOTICE OF APPEAL / 항소 통지서
NOTICE OF APPEAL of the Order, Decision or award of the Labor Commissioner in State Case Number
주 사건 번호에 대한 노동청장의 명령, 결정 또는 판정에 대한 항소 통지가,
dated
and served upon the undersigned appellant,
아래 날짜로 작성되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에 서명한 고소인에게 아래의 날짜로 송달되었고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n

, is given and filed pursuant to Labor Code Section 98.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노동법 98 조 2 항에 준하여 접수되었습니다.

Appellant attached as Exhibit “A” a copy of the Order, Decision or Award appealed and requests that the Clerk of the Court set the cause for hearing
before the above-entitled court, where it shall be heard de novo in accordance with Labor Code Section 98.2, and that the Clerk of the Court give Notice
of time, date and place of the new trial to each of the following parties and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at the places listed below. Appellant certifies
that a copy of this Notice of Appeal has been served upon the Labor Commissioner and a copy has been mailed to the Respondent, as shown below.
고소인은 증거물 1 호로써 항소된 명령, 결정 또는 판정의 복사본을 첨부하였고, 법원 서기가 노동법 98 조 2 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이 처음부터 다시 심리
될 공판이 지정된 법정에서 이행되도록 조치할 것과, 법원 서기가 아래에 적힌 소송 당사자들과 노동청 사무실에 새로운 재판의 날짜, 시간, 장소를 통지
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소인은 이 항소 통지서가 노동청장에게 송달되었고 그 복사본이 아래에 명시된 피고인에게 우편에 의해 보내졌다는 사실을
보증합니다.
APPELLANT (OR ATTORNEY)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고소인(또는 변호사) (이름, 주소, 전화 번호)

OFFICE OF THE LABOR COMMISSIONER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 노동청(주소, 전화번호)

STATE LABOR COMMISSIONER / 주 노동청장

RESPONDENT (OR ATTORNEY)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 피고인(또는 변호사) (이름, 주소, 전화 번호)

Dated/ 날짜:
Signature of Appellant / 고소인 서명 e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DLSE 537 (REV. 3/83)

L.C. 98
85 35611
NOTICE OF APPEAL—English /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