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 관찰이나 가석방 감독  
선고 전/수사 보고서
관할권 이전
자택 구금 
전자 모니터링
주간 협정에 의한 감
납부/분할 납부 계획 

보호 관찰/감독: 
임시 휴직 프로그램
자택 구금 프로그램
자발적 업무 석방(보안관 대체 근무) 프로
그램

보석이나 수감 대신에 시행하는 전자 모
니터링 

전심 절차: 

 

형사 행정 수수료가발생하
였습니까?

체포

피의자 기록
자진 소환/석방 

체포: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 ( A B  1 8 6 9 )에  따라 ,  카운티와  법원은  2 0 2 1년  7월  1일부터  특
정  형사  행정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 등록
법정 선임 변호사(예: 국선 변호인) 비용

변호사에 의한 대리:

 

이 법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면 여러분의 변호사
나 근처의 지역 법률 서비스제공자에게 연
락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참조).

 

여러분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
습니다. 미납 수수료, 관련 민사 판결, 유
치권 또는 이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수수료가 부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납부해야
할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변호사
나 지역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이미 수수
료 부과 및 징수를 중단한 바 있는지 확인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거주하는 카운티에
서 아직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은 감독 이사회에 이 새로운 법을
지금 바로 시행할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일부  형사  행정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어떤 수수료가 사라집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납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415) 543-9444
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of the SF Bay Area (Bay Area)

전화: (866) 815-5990
Legal Services for Northern California (Northern California)                   

서비스 제공자 목록

메인 데스크: (510) 548-4040
Clean Slate Information Line: (510) 296-6696

East Bay Community Law Center (Alameda 카운티)

전화: (510) 279-4662
Root & Rebound Hotline (주 전역, 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PT)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자 목록을 확인하려면
https://ebclc.org/cadebtjustice/resources/를 방문해주십시오.

@CaDebtJustice @CaDebtJustice @cadebtjustice

형사 시스템에서의 모든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함께 투쟁하시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있으
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십시오: https://ebclc.org/cadebtjustice/ab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