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정보 요청  

위반 규칙(Infraction rule) 3.1(b)은 발표를 위한 “서면 요구”가 “기소 기관의 청사에 송달되어야” 하고 그리고 

“법원에 제출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유효한 청구가 되기 위하여 “적어도 논쟁중인 심리  14 일 이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1. 당신의 발표를 위한 서면 요청을 

우송하거나 인도하시오: 

Seattle City Attorney’s Office 

Att:  Infraction Project 
701 Fifth Ave., #2050 

Seattle, WA 98104-7097 

다음의 필수적 정보를 포함하여: 

 소환장에 열거된 성명. 

 소환장 번호 및 위반 일자. 

 전화번호. 

 당신의 주소 및 이메일 주소

2. 또한 다음과 함께 당신의 요청 사본을 제출하시오: Discovery Request File Copies  
Seattle Municipal Court 
P.O. Box 34987 
Seattle, WA 98124-4987 
smc-records@seattle.gov 

3. 만약 당신의 발표를 이메일로 접수하는 것이 수용될 수 없다면, 시 검찰청에 자신의 주소로 날인된 

봉투를 제공하거나 또는 시 검찰청에서 당신의 발표를 수령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4. 만약 당신의 위반 통지가 비디오가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제시한다면, 당신은 Seattle 경찰서 

법률과에 Seattle Police Department Legal Unit, P.O. Box 34986, Seattle, WA 98124-4986 로 사본을 위한 

서면 요청을 송부함으로서 비디오 사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은 Seattle 경찰서 

법률과에 Seattle Police Department Legal Unit, 206-386-9022 으로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경찰서 본부 Seattle Police Department Headquarters, 610 Fifth Ave., Seattle, WA 98124-4986 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자신에 의한 위반 발표 요청 

주: 이 양식은 당신의 사건이 법정 301 호에서 논쟁중인 심리를 위하여 설정되는 경우에 발표를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환장 번호(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반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다음의 방법으로(하나를 선택하시오) 본인의 발표를 수령할 것입니다: 

 본인은 자신의 주소와 함께 날인된 봉투를 제공합니다. 

 본인은 이메일을 통하여 본인의 발표를 접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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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그와같이 하도록 계약된 때에 스스로 본인의 발표를 반환하고 수령할 것입니다. 본인은 시에 의한 계약   

                             일자가 수령일을 구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발표 픽업이 사무실에서만 가능한 것을 양해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계약되는 경우 본인은 본인의 자료 제출 요구서를 직접 돌려 받을 것이다. 본인은 시에서의 

계약일이 수령일로 제정하는데 동의한다. 본인은 자료 제출 요구서가 701 5TH Avenue, Suite 2050 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피고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일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의 요청이 가능한 한 신속히 촉진되기 위하여 명료하게 인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