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형사과 

법원 출두 혹은 지불 및 몰수 통지서  

                                                                                                                                                                                                                                                                                                                                                                                                                                                                                                                                                                                

피고인의 이름: 

(이름, 중간 이름, 성) 

 

PDID:  

생년월일:  체포 번호:  

주소:  CCN:  

이메일 주소:  PSA:  

전화번호:  부서 서기/배지/유닛/ 

/CAD: 
 

체포 범죄:    

     원격 출두           
원격으로 출두할 수 없으면 C-

10 법정에 오후 1 시에 대면 

출두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설명서 참고).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전 9:30. 

선택 1) Webex (배너티) 링크: www.dccourts.gov/citation 

선택 2) Webex (메인) 링크: dccourts.webex.com  — 미팅 번호: 179 547 6433 

선택 3) 전화: 202-860-2110 — Access Code: 179 547 6433 #,# 

다음 사이트에서 귀하의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아보십시오: www.burkaengle.com/lawyer.     

     법정 내 출두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전 9:30AM 에 C-10 법정에서. 

다음 사이트에서 귀하의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아보십시오: www.burkaengle.com/lawyer.     

소환 석방 인정 

원격 출두: 

나는 이 출두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상기된 날짜에 원격 
출두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부절차에 원격으로 출두하지 않으면 나를 
체포하기 위해 판사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출두하지 않았다가  미출두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 감금 혹은 
둘 다의 처벌로 이어지는 추가 형사 범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체포된 사람 서명                                               날짜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 

대면 출두: 

나는 이 출두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상기된 날짜에 대면 
출두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부절차에 원격으로 출두하지 않으면 나를 
체포하기 위해 판사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출두하지 않았다가  미출두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 감금 혹은 
둘 다의 처벌로 이어지는 추가 형사 범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체포된 사람 서명                                                날짜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석방 

지불 및 몰수 

범죄:  __________________                                                         지불 및 몰수 액수:  $__________ 
혐의에 정해진 담보(금전) 액수를 지불하고 몰수당하기로 했습니다. 혐의에 정해진 담보 액수를 지불하고 몰수당하면  법원 심리에 대한 내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체포된 사람 서명                                                날짜 

법원이 명한 공탁금  석방만 

법정 내 출두 날짜:  _____________________                   공탁금 액수:  $__________ 
법원이 정한 공탁금을 나는 지불했습니다. 나는 상기된 날짜와 시간에 출두할 것을 약속합니다. 출두를 하지 않으면 나를 체포하기 위해 판사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출두하지 않았다가 미출두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 감금 혹은 둘 다의 처벌로 이어지는 
추가 형사 범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체포된 사람 서명                                                날짜 

 

컬럼비아 특별구 

슈페리어 법원 

부서기 발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유닛 

날짜:  

 

체포된 사람 인정 체포된 사람에게 하는 통지서를 받았고 읽었으며, 나의 

권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체포된 사람 서명  

날짜:  

다음 사이트에서 귀하의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아보십시오:  

www.burkaengle.com/lawyer 

https://www.dccourts.gov/citation
https://www.dccourts.gov/citation
https://dccourts.web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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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인부 절차 – 원격 출두만  

Webex (인터넷)에 연결하기 

 

방법 1:  

1. 구글 크롬에서 웹브라우저를 열어 다음의 URL 을 클릭하거나 복사하여 

붙이십시오:    

https://dccourts.gov/citation   WebEx 라이브 회의나 대기실로 바로 연결됩니다. WebEx 

회의를 처음 하는 경우, 애플릿이 먼저 귀하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된 뒤 회의에 

연결됩니다.    

2. 요청 신호(프롬프트)가 뜨면 “참가(Join)을 클릭해 회의에 참여하십시오.    
  

방법 2:  

1. 구글 크롬에서 웹브라우저를 열어 다음의 URL 을 클릭하거나 복사하여 붙이십시오:  

https://dccourts.webex.com 

2. “회의 참가”( Join A Meeting) 아래에 다음 미팅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179 547 

6433  
  

대체 오디오: 자동으로 “컴퓨터 오디오를 사용”(USE COMPUTER FOR AUDIO)하지 

않고 “전화하기”(CALL-IN)를 선택해 “전화하기” 요청 신호창을 따라가십시오. 귀하의 

오디오와 비디오가 일치하도록 액세스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피커폰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를 하면 음질이 더 깨끗합니다.  
  

스마트폰/태블릿이나 아이패드:  

  

방법 1:  

앱스토어에 가서 Webex 앱(Webex Meetings)을 다운로한 뒤, “회의 참가”(Join 

Meeting)를 선택하고 미팅 번호인 179 547 6433 을 입력합니다. 그리고나서 귀하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오디오로만 참가 /전화하기:  

방법 1:  

유료 전화번호인(202) 860-2110 으로 전화를 해서  다음의 미팅 번호를 입력합니다: 

179 547 6433 #   다시 #을 누른 뒤 회의에 참여합니다.  
 

룸 시스템(Rooms Systems)  

방법 1:  

귀하의 룸 시스템에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1795476433@dccourts.webex.com  

  
  
  

문의: (202) 879-1928 로 전화해 옵션 2 를 누르거나 

CourtroomTechnology@dcsc.gov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https://dccourts.gov/citation
https://dccourts.web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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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사람에게 하는 통지 
귀하의 석방과 준수 의무를 설명하는 아래 정보를 읽으십시오. 아래 정보는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환 석방 

자격이 되는 경우, 귀하는 이 문서의 1페이지 소환 석방 섹션에 나오는 날짜와 시간에 D.C. 슈페리어 법원(, 500 Indiana Ave., 

NW, Washington, D.C.)에 출두한다는 약속을 받은 뒤 즉시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귀하에 대해 형사 사건을 제기할 지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출두를 하지 않으면 귀하를 체포하기 위해 판사 영장이 발부됩니다. 

또한, 검사가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미출두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석방 조건으로 귀하는 법원에 출두할 때까지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고/안 되거나 특정한 장소 근처에 갈 수 

없는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규정을 어기면 경찰이 즉시 귀하를 체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법원이 문을 여는 날 바로 법원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귀하에 대해 범죄로 기소를 하면, 귀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관선 변호사가 제공됩니다. 

 

공탁 및 몰수 금액  

자격이 되는 범죄로 기소를 받았고 공탁금을 내고 몰수를 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 귀하는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금액을 내고 사건을 거기서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내기로 한 경우 그 금액을 몰수당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가 공탁금을 내고 몰수를 당하게 되면, 추후 형사, 민사 혹은 행정 법률 절차나 소송에서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이나 기관이 징계, 처벌, 가중 처벌 혹은 권리 박탈을 귀하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체포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슈페리어 법원에 체포 기록 봉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 봉인에 관한 상세 

정보를 원하면 컬럼비아 특별구 관선 변호사 서비스실에 전화(202-628-1200)나 이메일(www.pds.dc.org)로 연락하십시오.  

 

• 생각이 바뀌어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지불한 뒤 법정에 출두하기로 다시 

결정했다면 “몰수 철회 신청”을 오늘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측에서 귀하의 지불 및 몰수 결정에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컬럼비아 특별구 검사장실 내 이 사건 담당 검사가 

90일 이내에 “몰수 철회 신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이 법률 신청을 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의 신청이나 정부의 신청이 허락되면 혐의가 다시 제기되기 때문에 

귀하는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관선 변호사를 제공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을 내고 몰수당하지 않고 형사 사건을 계속 진행하기로 한 경우 귀하는 소환 석방 자격이 됩니다.  

 

중요한 정보 

귀하가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귀하를 기소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소환 석방 양식을 법원에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정부 측에서 법원에 기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볼 때 필요한 정보가 그 양식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 진행 상태에 대한 정보를 원하면 DC 슈페리어 법원 고객 지원선인 (202) 879-1373으로 전화하십시오.    

 

귀하가 판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정한 공탁금에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내게 되면 

귀하는 이 문서의 1페이지 소환 석방 섹션에 나오는 날짜와 시간에 슈페리어 법원에 출두한다는 약속을 받은 뒤 즉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출두를 하지 않으면 귀하를 체포하기 위해 판사 영장이 새로 발부됩니다. 또한, 검사가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미출두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 미출두로 지불한 공탁금을 잃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탁금 석방 

“취소 후” 혹은 “정지 후 면허 및 운전 금지”로 체포된 경우, 법원 출두일에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면허 금지: 유효한 면허 [혹은 컬럼비아 특별구 차량등록국(DMV)에서 발행한 임시 면허나 유효한 다른 주 면허] 그리고 

지난 15년간 운전 기록 

• 취소나 정지 후 운전 금지: 귀하의 운전 면허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으면, 벌금 지불을 포함해 면허 정지나 취소의 

결과를 가져온 문제를 시정했으며 면허 복구비를 냈다는 것을 기술하는 증명서를 컬럼비아 특별구 차량등록국이나 귀하 

주 차량등록국에서 받아 제출하십시오. 또한, 귀하의 면허가 복구되었으며 문제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 그 문서에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http://www.pds.d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