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 특구 슈피리어 법원
형사과

법정 출두 통지 또는 납부 및 포기
지장

1차, 3차 4차 지구 내 사법기관에 의한 모든 체포
인물 정보

CCN

체포 번호

생년월일

PDID

경찰 서기/경관/ 배지 /유닛/CAD 번호

위반 PSA

체포된 사람 이름: 성, 이름, 미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위반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체포 혐의를 기재]

석방 및 법원 정보로 돌아가기
소환장 석방

법원이 명령한 보석금 내고 석방

경관: 법원 웹 사이트에서 적절한 법원 위치를 표시하고 일정표를 사용하여 출두할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아래 날짜와 시간에 500 Indiana Ave., NW, Washington, D.C.에 있는
당신은 전화
또는 화상을
출두하겠다는
약속으
컬럼비아
특구 슈피리어
법원에이용하여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석방되었습니
로 석방됩니다 아래에 표시된 날짜와 시간:
다:
OAG 위반

경관: 체포된 사람이 D.C. 슈피리어 법원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보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입하십시오.

당신은 형사 사건에서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DC 슈피리어 법원 판사가 발
부한 영장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신은 500 Indiana Ave., NW, Washington, D.C.에 있는
C-10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보석 금액

출두시간은 위반 종류

원격 출두
안내
에 기준합니다:

10:00 a.m
시간

날짜

취중 운전은 9 AM

기타 교통
위반은 10수
AM 없으 면
원격으로
출두할
그 밖의 모든 위반은 11 AM

오후 1시에 C-10 법정으로
직접 출두할 수 있습니다

연방 기소

11:00
a.ma.m. in Courtroom C9:30

1:00 p.m

날짜

_120
_____

$

본인은 법원이 정한 보석금을 납부했습니다.
위 날짜와 시간에 출두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출두하지 않아 형
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
우 벌금형,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받을

보석금 납부자의 성명과 주소:

성명

_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

날짜

_

_

_

_

_

_

주소

연방 기소 및 OAG 기소
10:00
a.ma.m.
(OAG
위반)
9:00
120
법
날짜

날짜

체포된 사람의 서명

체포된 사람 연락 정보

시간

11:00
a.m.
(USAO
위반)
9:30
a.m.
C-10 법정
시간

본인은 출두 통지서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상기 날짜와 시간에 출
두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출두하지 않으면 형사범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날짜

변호사 선임 권리: 당신은 관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이 섹션을 명확하게 기입하십시오

전화:
이메일:

체포된 사람의 서명

날짜

아파트:

시/주/우편 번호:

납부 및 포기
위반: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납부 및 포기 액수:

체포된 사람에게 통지 수령 확인

$
본인은 위반에 정해진 돈을 납부하고 포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본인이 나의 권리를 이해할 때 본인은 법원 심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정
해진 금액을 납부 및 포기.

본인은 체포된 사람에게 보낸 통지를 받고 읽었음을 인정하고 본인의 권리를
알고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의 서명

날짜

비상연락처 이름:

체포된 사람의 서명

날짜

비상연락처 전화: :

원격 출두
202860-2110으로 전화한 다음 179547 6433 ## 또는 동영상으로

컬럼비아 특구 슈피리어 법원 서기 대행이 발부했음

출두 www.docourts.gov/citation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찾으려면
WWW.BURKAENGLE.COM/LAWYER

경찰 서기 서명

배지 번호

단위

체포된 사람에게 알림
당신의 석방 및 준수 의무를 설명하는 아래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아래 정보는 사전 고지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소환장 석방

•

자격이 되면, 당신은 이 문서 1페이지 소환장 석방 섹션에 적
힌 날짜와 시간에 500 Indiana Ave., NW, Washington, D.C.에 있
는 컬럼비아 특구 슈피리어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즉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를 위반하면 경관이 즉시 체포할 수 있으며 법원이
문을 여는 익일 당신은 법원으로 호송될 것입니다. 검사가 당
신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면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으면 변호사가 제공됩니
다.

검사는 당신을 형사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날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사
건이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없습
니다.

중요 정보
당신이 체포되었을지라도, 검사는 법정에서 당신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였는지를 알고
자 할 때 확인하여야 할 정보가 소환장 석방 양식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인정심문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날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정보
사건 현황을 알아보려면 D.C. 슈피리어 법원의 형사부 고객 서
비스 라인 (202) 879-1373으로 전화하십시오.

소환장 석방의 조건으로, 당신은 법원에 출두할 때까지 특정
인 또는 개인에게 접근하거나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보석 석방
당신은 체포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정한 금액의 보석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납부하면, 이 문서 1 페이지에 명시된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출두한다는 조건으로 석방될 것입니다. 그 날짜와 시간에 출두하지
않으면, 판사가 체포 영장을 발부하여 당신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취하하더라도 출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 날짜에 맞추어 출두하지 않으면 납부한 보석금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및 포기

•

당신이 어떤 위반으로 기소되어 납부 및 포기 자격이 되면, 해당 위반에 대해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사건은 종료
됩니다. 설정된 금액을 납부하기로 선택할 경우, 그 돈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납부 및 포
기를 선택하면 후속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절차 또는 조치에서 컬럼비아 특구 법원 또는 기관은 제재, 벌금, 더 높은 형량 또는 시 민
권리 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체포 기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슈피리어 법원에 체포 기록 봉인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기록 봉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컬럼비아 특구의 국선 변호사 서비스 202-628-1200 또는 w w w . p d s .d c .o rg 에서
이메일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내가 마음을 바꿔 위반을 부인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납부한 후에 마음을 바꿔 법원에 출두하기로
할 경우, 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포기취소신청 (Motion to Set Aside Forfeiture)”을 제출하면 됩니다.

•

검사가 돈을 납부 및 포기하겠다는 나의 결정에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 사건의 검찰인 컬럼비아 특구 검찰청은 90일
이내에 “포기취소신청서" (Motion to Set Aside Forfeitur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법원에서 상기 신청을 승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신청 또는 검사의 신청이 승인되면, 기소가 회복되고 당신은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으며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및 포기를 선택하지 않고 형사 사건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면, 출두 통지 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에게 알림
면허 정지 후 무허가 운행으로 또는 면허 취소 후 체포된 경우, 다음 문서들을 법정 출두일에 가져오면 사건을 조기에 해결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무허가(No Permit): 유효한 허가증 또는 컬럼비아 특구 차량국 (DMV)의 운전 실습 허가증(learner's permit) 또는 유효한 타
주 허가증 그리고 15년간 운전 기록.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후 운행: I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미납된 벌금을 결제했거나, 양육비를 지불했거나, 면허 복구
수수료를 지불했음을 포함한 정지나 취소를 초래한 문제들을 시정하였음을 보여주는 인증 서류를 컬럼비아 특구 차량국
이나 거주하는 주의 차량국에서 받아 제출하십시오. 이 문서는 또한 면허가 복구되었고 당신의 운전 기록이 양호한 상태임
을 나타내야 합니다.

개정: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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