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 또는 비디오를 이용 법원 출두하기: 
법원 이용자를 위한 질문 및 조언 
법원 출두가 법원 방문이 아닌 전화나 비디오로 
진행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귀하의 심리가 원격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이 이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우편, 이메일, 문자 또는 전화로 
통지를 받을 수 있으니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전화 또는 비디오를 통한 법원 출두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귀하는 전화나 비디오를 통한 원격 출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원 서기실에 연락하십시오. 

원격 심리에 어떻게 출석하나요? 
법원에서 전화나 비디오를 통한 원격 심리 참석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보낼 것입니다. 여전히 질문이 있다면, 
법원 서기실에 연락하십시오. 

원격 출두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무료로 원격 출두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법원에 무료 서비스 이용 또는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격 출두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나요? 
예정된 원격 심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법원 
서기실에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컴퓨터나 전화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컴퓨터가 없다면 전화 출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없다면 어떤 옵션이 있는지 법원 서기에게 문의하십시오. 

원격 심리에도 여전히 통역사나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법원은 대면 심리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 서기실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통화 중 대기를 하거나

“대기실”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 비디오 출두를 한다면, 화면 상의 이름이 이름-성
순서로 보이도록 하십시오.

• 심리가 시작되면 본인 소개를 하십시오.
• 심리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모든 사람이 귀하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심리를 녹음하거나
대중이 심리를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는 사건의 향후 전개와 법원 명령 사본을 받는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원격 심리 준비하기 

인터넷 또는 전화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법원이 사용을 지시한 프로그램(Zoom 또는 
Skype 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십시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충전하십시오. 
휴대폰 가용 시간이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십시오. 귀하의 말이 더 잘 들릴 
것입니다. 

제시할 증거물(문서 및 사진 포함) 또는 
내세울 증인이 있을 경우 사전에 법원에 
알리십시오. 

(법원 서기가 아닌) 판사와 직접 소통할 경우, 
귀하의 메시지에 상대측 역시 포함해야 
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배경 소음이 없는 조용한 빈 
공간을 이용하십시오. 

카메라를 눈높이로 맞추십시오. 전화를 
이용한다면, 지지대에 받쳐 놓아 양손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음성/화면이 느릴 경우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음질을 높이기 위해 말하지 않을 
때는 음소거(Mute)를 하십시오. 말하는 
내용이 들리지 않을 경우 판사에게 즉각 
알리십시오. 

집에서 출석한다 해도, 원격 심리는 여전히 
공식적인 법원 심리임을 기억하여 복장과 
행동에 예의를 갖추십시오. 

질문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법원 
서기실로 연락하십시오. 
심리 직전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늦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09/20) 


	전화 또는 비디오를 이용 법원 출두하기:
	법원 이용자를 위한 질문 및 조언
	법원 이용자를 위한 질문 및 조언
	법원 출두가 법원 방문이 아닌 전화나 비디오로 진행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원 출두가 법원 방문이 아닌 전화나 비디오로 진행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화 또는 비디오를 통한 법원 출두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전화 또는 비디오를 통한 법원 출두를 요청할 수 있나요?
	원격 심리에 어떻게 출석하나요?
	원격 출두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원격 출두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나요?
	컴퓨터나 전화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원격 심리에도 여전히 통역사나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원격 심리에도 여전히 통역사나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원격 심리 준비하기
	질문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법원 서기실로 연락하십시오.
	질문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법원 서기실로 연락하십시오.
	심리 직전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늦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리 직전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늦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Phone Number: 
	Email Address: 
	Web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