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 HELP WITH YOUR TICKET

출두 불이행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Ձեր տոմսակի հարցով օգնության համար այցելե՛ք: LACourt.org

어떤 옵션이 있습니까?

欲获取罚单帮助
， 请登录: LACourt.org
교통 위반 티켓에 대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LACourt.org
Hãy nhờ giúp về giấy phạt của quý vị tại: LACourt.org

LACOURT.ORG로 가십시오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신규 통역사 신청 포털

LACOURT.ORG 교통 위반 심문을 위한 통역사를 예약하십시오.
스페인어는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 요 ***
교통 위반 티켓에 기재된 처리 마감일은 지나갔고, 귀하는 소환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DMV는 귀하의 출두 불이행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차량법 제40508(a)조에
따른 추가 요금, 그리고 형법 제1214.1조에 따른 $300의 특별 추징금이 귀하의 소환장에 추가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에서
발부한
노란색
통지서에
기재된
조치일로부터
20역일
“BAIL AMOUNT”(벌금)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 $300의 특별 추징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이내에
됩니다.

아래의 옵션들은 노란색 통지서에 기재된 조치일로부터 20역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 위반 티켓 지불 옵션:
어디에서나 지불(PAY ANYWHERE): 귀하가 지불할 수 있는 교통법원 위치의 목록을 원하시면 LACourt.
org를 방문하십시오.
자동 전화: 지역 전화번호를 원하시면 LACourt.org를 방문하십시오.
우편: “LA Superior Court”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BAIL AMOUNT”(벌금)을 지불 쿠폰과 함께 보내십시오.

법원에 가는 옵션
기소 인부 절차 날짜를 정하려면, LACourt.org를 방문하거나 교통법원으로 가십시오. 귀하는 기소 인부
절차 시에 재판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 인부 절차 날짜를 정하기 위해 벌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 규칙 제4.105조에
따라, 특정한 예외는 있으나, 귀하는 벌금을 지불하기 전에 법관 앞에 출두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www.
LACourt.org/page/EXGV-CRC4105를 방문하여 이 규칙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통지서의 “BAIL AMOUNT”(벌금) 필드에 “SEE BELOW”(아래 참조)가 기재된 경우,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조치일로부터 이십(20) 일 후에, 귀하의 사건은 수금업체로 넘어갈 것입니다. 귀하는 소환장을
처리하기 위해 수금업체에 반드시 연락해야 합니다.

수금업체: GC Services
전화: 영어: (800) 352-3778 또는 스페인어: (800) 511-0734
웹 이용: http://courtpay.gcserv.com
직접 방문: 모든 교통법원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
캘리포니아 주 법원 규칙에 따라, 귀하는 특별 추징금을 낮추거나 취소하거나, 또는 지불 능력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거나 청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청원 양식을 원하시면 LACourt.org를 방문하거나 교통법원으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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