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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을 통한 경감 심리 
 
 심리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출석하는 대신 귀하는 우편을 통한 

경감 심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귀하는 본 양식 뒷면의 피고 진술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정된 심리 기일 전에 본 양식을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RCW 

46.30.020에 따라 보험 증빙 자료 없음으로 기소되어도 해당 날짜에 귀하가 적절히 

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귀하의 신고서와 함께 

그러한 보험 가입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사본을 동봉하십시오. 본 법원은 귀하의 

신고서와 경찰관의 선서 진술서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귀하가 위반 행위를 

저질렀음이 확인되고 금전 벌금형이 결정되면 그 결과는 면허국으로 보고됩니다. 

벌금형은 해당 사건의 사실 정보와 귀하의 운전 기록을 바탕으로 내려집니다. 귀하는 

법원 판결 후 120일 이내에 법원이 명령한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데 동의합니다. 

90~120일 이내에 판사가 내린 결정을 우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 단속에 의한 위반은 주차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사진 촬영 단속에 의한 

위반은 등록된 차량 소유자의 개인 운전 기록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차량에 귀속됩니다. 

사진 촬영 단속에 의한 위반은 선고 유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편을 통한 경쟁 심리 
 
 심리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출석하는 대신 귀하는 우편으로 

경쟁 심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귀하는 본 양식 뒷면의 피고 진술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정된 심리 기일 전에 본 양식을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RCW 

46.30.020에 따라 보험 증빙 자료 없음으로 기소되어도 해당 날짜에 귀하가 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귀하의 신고서와 함께 그러한 

보험 가입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사본을 동봉하십시오. 본 법원은 귀하의 신고서와 

경찰관의 선서 진술서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귀하가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위반은 기각되고 사건은 종결 처리됩니다. 귀하가 위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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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렀음이 확인되면 벌금 전액이 부과되고 그 결과는 면허국으로 보고됩니다. 귀하는 

법원 판결 후 120일 이내에 법원이 명령한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데 동의합니다. 

90~120일 이내에 판사가 내린 결정을 우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편을 통한 경쟁 

심리에서는 법원이 내린 사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없습니다. 
  
사진 촬영 단속에 의한 위반은 주차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사진 촬영 단속에 의한 

위반은 등록된 차량 소유자의 개인 운전 기록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차량에 귀속됩니다. 

사진 촬영 단속에 의한 위반은 선고 유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뒷면 있음) 

피고 진술 
본인은 본인의 사건에 대한 진술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우편을 

통한 심리에 적용되는 규칙 및 절차를 읽었으며 이를 준수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판결 통지 후 120일 이내에 모든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데 동의합니다. 
 
 관련 조건이 충족된다면 본인은 선고 유예를 희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서면 진술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워싱턴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하며 상기 

진술이 진실하고도 정확함을 증명(또는 선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날짜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자체)    위반 티켓 또는 통지에 명시된 번호(필수) 
 
 

본인은 법원이 판사가 내린 결정을 이메일을 통해 본인에게 통지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요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심리 날짜 및 시간(예정된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