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섹션 I:  운전자/등록된 소유자 정보 (인쇄체로 기입) 

금일 날짜: 

이름(First name):       성(Last Name): 

차량 번호판
번호: 

발급 주: 

번지

주소: 
시:            주:              우편 번호: 

티켓 번호 티켓 번호 티켓 번호 티켓 번호

섹션 II:  정당한 태만 (궐석 판결 또는 간주 인정) 

내가 적시에 티켓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지서가 내 차량 등록지로 우송되지 않았음.  (궐석 판결 또는 간주 인정이 기입된 날짜에 유효한 차량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궐석 판결 또는 간주 인정이 기입되었던 때에 나에게 심각한 의료상의 문제가 있었음.  (해당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궐석 판결 또는 간주 인정이 기입되었던 때에 나는 감금된 상태였음.  (귀하가 감금된 기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나는 군인이며 '육군 및 해군 법률'(Soldiers and Sailors Act)의 적용을 받고 있음. (판결이 기입되었던 때 또는 간주
인정 날짜에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기타 이유: (별지를 이용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설명을 제출하십시오.)

섹션 III:  위반에 대한 충분한 방어.   (이면에 설명을 기입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십시오. 또한 귀하의 방어 논리에 해당되는 
확인란을 아래에 체크하십시오.) 

주차 위반 티켓
내가 티켓에 대한 책임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티켓이 발부되었을 당시에 나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었음. (소유권 또는 임차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티켓이 발부되었을 때 나는 내 차량 또는 번호판을 도난 당했다고 보고하였음. (작성된 경찰 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주차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적절한 표지판이 없었거나 가리워져 있었음. (차량을 주차했던 곳의 거리, 주차 표시가
포함된 블록의 측면을 나타내는 사진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나의 과실 없이, 해당 주차 미터기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오작동 하였음. (고장 미터기를 전화로 신고했을 때 받았던
조회 번호를 제출하십시오. 참고: 고장 가능성이 있는 미터기를 전화로 신고했더라도 자동으로 티켓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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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에 결함이 있음. (티켓에 적힌 사실이 위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서를 증빙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차량에 갑자기 기계 고장이 발생하여 움직일 수 없었음. (차량이 운행 불가능하였거나 수리했던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내가 갑자기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태가 됨. (긴급한 의료적 필요성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기타 방어:  (아래에 또는 별지에 설명을 하고 증빙 문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주행중 위반 티켓 또는 영상 단속 티켓
내가 티켓에 대한 책임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티켓에 결함이 있음. (티켓에 적힌 사실이 위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서를 증빙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무보험 운행 위반 티켓이 발부되었던 날에 나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티켓이 발부되었던 날의 보험
보상범위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내 차량이나 번호판을 도난 당한 후에 영상 단속 위반 티켓이 발부되었음. (경찰 보고서 전체를 제출하십시오.)

 위반 시점에 내가 해당 차량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었음. (일자가 기입된 소유권 또는 임차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기타 방어: (아래에 또는 별지에 설명을 하고 증빙 문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성명 (인쇄체) 주소 일자

서명

본 신청서에 허위 이름 또는 주소를 기입하거나 알면서도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은 DC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1,000 달러 
이상의 벌금, 180 일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D.C. 법률 §22-2405). 

본 양식을 작성하여 DC DMV 심사 서비스국(주소: Attn: Motion to Vacate, PO Box 37135, Washington, DC 20013)으로 우편으
로 보내거나, 이 양식과 필수 서류를 지참하여 DC DMV 심사 서비스국 을 방문하십시오.  이 신청서는 dmv.dc.gov 를 통해 온
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dmv.dc.gov 를 참고하거나 DC 시내 전화 311 번 또는 202-737-4404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DC 정부당국이나 공무원의 낭비, 부당행위, 남용행위를 보고하려면  

DC 감찰국(Office of the DC Inspector General) 전화 1-800-521-1639 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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