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참여 대체 수단으로서의 진술서
행정심판처(Office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교통위반처리국(Traffic Violations Bureau)

귀하는 이번 소환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귀하를 대리하게 할 권리가
있으며 이 양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참여 대체 수단으로서의 진술서(STATEMENT IN PLACE OF PERSONAL APPEARANCE)' 작성을
위한 지침
서면 진술서 제출을 통해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방문 참여 대체 수단으로서의 진술서 양식(첨부)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여, 심리가
열릴 예정인 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본 양식은 심리일 최소 2주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심리 중, 판사는 경찰관의 증언을 듣고 귀하의 서면 진술서를 읽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할 것입니다. 판사는 귀하의 서면 진술과 그에
수반되는 증거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귀하가 심리에 직접 방문 참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사는 "유죄"나 "무죄"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방문 참여 대체 수단으로서의 진술서 작성법

1. 귀하의 전체 이름, 주소 및 티켓 번호를 정자체로 기입해주십시오.
2. 티켓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 티켓에 대해 별도의 방문 참여 대체 수단으로서의 진술서를 이용해주십시오.
3. 귀하의 혐의와 관련하여 귀하가 왜 "무죄"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십시오. 필요 시 추가 페이지를
사용하십시오.
4. '인정' 섹션에 본인의 이름을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주십시오.
방문 참여 대체 수단으로서의 진술서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

1.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정부가 발행한 기타 사진 신분증의 사본.
2. 판사가 귀하의 사건을 판결할 때 고려해주기를 바라는 증빙 자료(서류, 증거물, 사진, 진술서 등). (이러한 증빙
자료는 귀하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방문 참여 대체 수단으로서의 진술서 발송 시기 및 발송 주소

1. 방문 참여 대체 수단으로서의 진술서 및 증빙 자료는 심리일 최소 2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2. 방문 참여 대체 수단으로서의 진술서는 반드시 귀하의 심리가 열릴 예정인 TVB 사무소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3. TVB 주소를 잘 모르신다면, dmv.ny.gov/pleadandpay를 방문하거나 (718) 488-5710번으로 전화해주십시오.
중요 사항(귀하의 진술서가 접수된 이후)

귀하의 심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귀하의 진술서를 후속 심리일에 이용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새로운
심리일을 우편으로 통지받게 될 것입니다. 변경 날짜를 보고 방문 참석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질문

1. 궁금하신 점은 (718) 488-5710번으로 문의해주십시오
2. dmv.ny.gov를 방문해주십시오
기한 내에 진술서를 보내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거나 일정 연기를 승인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운전 특권 정지,
• $70의 정지 종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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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티켓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상기 티켓에 기재된 운전자입니다. 본인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본인은 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합니다.
주소:

생년월일: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행정법원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본인의 진술을 읽고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기 전 이를 기록으로
승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직접 방문 참석을 하거나, 증인을 심문하거나/하고 심리에서 제시된 어떤 증거에도
반대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본인은 본 진술이 이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법정 참여로 여겨진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법정에 직접 출두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심리에 직접 참석한 것과 동일하게 행정법원 판사와 차량
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본인을 상대로 공인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한
조치로는 벌금, 과징금 및 수수료 부과, 운전면허 또는 운전 특권의 정지 또는 취소 및/또는 등록 등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예시일 뿐입니다. 본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어떤 판결에도 항소할 권리를 지닙니다.

귀하는 귀하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귀하는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정부가 발행한 사진 신분증 사본
1부를 동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와 증거 사본을 첨부해주십시오.)

인정: 본인은 이 진술서 및 증빙 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모두 사실이며, 사실이 아닐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본 진술서와 관련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뉴욕주 형법(NYS Penal Law)에 따라 형사
기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서명 X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운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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