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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상급법원,            카운티 

제1심 법원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서기가 법원의 이름과 거리 주소를 기입하는 공간 

서기가 사건의 번호와 이름을 기입하는 공간 

공합니다

제1심 법원 사건명:  
캘리포니아 주민 
대   

이름:    
성 이름 중간 이름 머리글자 

우편 주소:   
거리명 

      
시 주 우편번호 

법원은 청원인이 다음의 요청된 구제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고, 다음의 명령을 발부합니다: 

 법원은 이 청원을 승인합니다. 다음의 사건에 대한 체포 기록은 
제851.91조의 조항에 따라 봉인되어야 하고, 체포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집행기관 보고서 번호:    

소추 기관 보고서 번호:    

법원 사건 번호:    

기타:    

청원인은 봉인된 체포와 관련된 모든 질문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가 원인이 된 모든 
처벌 및 장애로부터 석방됩니다. 

• 봉인된 체포는 다른 범죄에 대한 청원인의 추후 기소에서 답변하고 
증명할 수 있으며, 봉인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 제851.91조에 의한 체포의 봉인은 공직, 경찰관으로 고용, 주 또는 
지역 기관에 의한 면허 교부,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복권위원회와 
계약을 맺기 위한 질문지 또는 신청서에 들어 있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법률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경우, 청원인에 
대해 체포를 공개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이 조에 의한 체포의 봉인은 청원인이 총기를 소유, 소지, 보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대한 청원인의 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2장 9절 4편 6부(제29800조에서 시작)에 의해 유죄 판결에 대한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체포가 이 허가 또는 감수성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이 조에 의한 체포의 봉인은 체포의 결과로 법률에 의해 달리 적용되지 않는 한 공직 보유 금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원은 이 청원을 거부합니다 (한 항목에만 표시하십시오): 

a.  이 청원은 형법 제851.91(b)(1)조에 기재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b.  청원인의 체포는 형법 제851.91(a)조에 의해 자격이 없습니다. 

c.  체포를 봉인하는 것은 형법 제851.91(c)(2)조에 의해 정의의 관점과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합니다. 

d.  기타:   

날짜:     
 법관의 서명 

2 

3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1 제출하지 마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