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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및 관련 기록 봉인에 대한
청원 (형법,, § 851.91)

서식 제출 시 서기의 날짜 스탬프 공간

참고용

귀하의 정보

제출하지 마시오

a. 청원인 (이 청원서를 제출하는
하는 사람):

제출하지 마시오

이름:
성

이름

생년월일:

중간 이름 머리글자

(월/일/년)

거리 주소:

청원서를 제출하는
하는 법원명과 거리 주소를 기입:

거리명
시

주

우편번호

캘리포니아 주 상급법원,

카운티

우편 주소(이 사건 변호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
변호사의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
기재하십시오):
거리명
시

주

우편번호

전화:

법원에서 기소되지 않은 경우, 작성하지 말 것.

주 변호사 면허 번호:

제1심 법원 사건 번호:

법원 심리 통지서
이 청원에 대한 법원 심리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심리일
부서:

형사 사건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지정된 경우,
작성. 체포는 되었지만 형사소장이 제출되지 않고

이메일 (사용하는 경우):

2

형사소장이 제출되었거나
제출되
청원인이 기소되어, 그

시간:
호실:

제출하지 마시오
제1심 법원 사건명:
사건명
캘리포니아 주민
대

법원명 및 주소(위와 다른 경우):
):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언어를 지정해 주십시오:
3

귀하의 사건에 관한 정보
a. 봉인을 요청하는 체포 일자:

(월/일/년)

발생했습니까? 시 및 카운티를 기재하십시오:
b. 체포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c. 어떤 법집행기관이 체포했습니까
체포했습니까? 그 기관이 경찰서인 경우, 시를 기재하십시오
십시오(예를 들면, ABC 시
경찰서). 그 기관이 카운티 보안
보안관인 경우, 카운티를 기재하십시오(예를 들면,, XYZ 카운티 보안관).
d. 지정된 경우, 체포 보고서 번호 또는 경찰 보고서 번호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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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 사건명:

제1심 법원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제출하지 마시오

e. 검사(지방 검사/시 검사)가 체포를 검토하기 위해 사용했거나, 기소하기 위해 사용한 사건 번호를
포함하는,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체포에 관한 다른 정보도 포함하
하십시오. 제공된 정보를
설명하고 싶은 경우, 아래에 기재
기재하거나, 첨부된 진술서(Attached Declaration MC-031
MC
서식)를 작성해서
첨부하고, 다른 관련 문서들도 제출해 주십시오.

f. 체포를 유발한 범죄 또는 기소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십시오. 제공된 정보를 설명하고 싶은 경우, 아래에
기재하거나, 첨부된 진술서(Attached
(Attached Declaration MC
MC-031 서식)를 작성해서 첨부하고,
첨부하고 다른 관련
문서들도 제출해 주십시오.

형법 § 242, 구타).
g. 검사가 기소한 경우, 기소 조항이 무엇인지를 포함시켜 주십시오(예를 들어, 형법,

h. 한 항목만 선택하십시오:
본인은 이 체포(이 청원서
서의 항목 에 기재한 체포)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형법
제851.91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 체포의 봉인 요청을 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또는
본인은 정의의 관점에서 체포를 봉인할 것을 요청합니다(형법, § 851.91(c)(2)(B)). (봉인을
(
요청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의 관점과 부합하는지 아래 설명하십시오. 이 요청을 승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포함하는 중요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체포의 원인이
된 역경과 어려움, 귀하의 훌륭한 인격에 관한 진술서 또는 증거, 체포에 관한 진술서 또는 증거,
유죄 판결 기록, 또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 귀하의 진술서와 증거 또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서와
증거, 또는 둘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서와 함께 제출할 서명이 포함되고 날짜가 기재된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십시오.
본인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위증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본인의 정보와 확신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전술한 진술이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선언하며, 그러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날짜:
청원인 또는 변호사의 서명
New January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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