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통역사 요청 방법
만약에 귀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며 법정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조속히 법원 직원에게 통보 하십시오. 지방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일 경우, 교통 위반
딱지 또는 법원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
번호로 연락을 취하십시오. 귀하의 사건이
상급법원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이면
njcourts.com 홈페이지 왼쪽에 나와있는
통역서비스“Interpreting Services”를 클릭
하십시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정 통역사가

필요

하다면 법원 출두일 전에 변호사에게 알리
십시오. 또한 번역이 필요한 문서가 있을
경우 변호사에게 통지하십시오.
법원에 제출 할 모든 문서는 법원 출두 전에
번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정 통역사 취소
귀하의 사건이 해결되거나 취소 또는 날짜가
변경 되었을 경우 이를 법원에 통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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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책임입니다. 만약 사건의 해결이나
취소 또는 날짜 변경을 법원에 통지하지
않거나 예정된 재판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원이 통역사에게 지불한 비용을
귀하가 지불하도록 명령받게 될 수도

뉴저지 주 법원은 다양한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njcourts.com 에서 뉴저지 법원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어에 대해 법정 통역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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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통역사가 필요하면

법정 통역사의 금기사항

뉴저지 주 법원은 다양한 외국어에 대해
법정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정 통역사는 귀하에게 법적 또는 기타
어떠한 자문도 할 수 없습니다.

통역이 필요하시면 조속히 법원 또는 귀하의
변호사에게 이를 통보 하십시오.

법정 통역사는 귀하의 사건에 대한 대화를
귀하와 나눌 수 없습니다.

법정 통역사의 역할
법정 통역사는 귀하의 모국어 발언을 들어
봐야 할 것이며 귀하에게 출신지 또는 이전
에 통역사를 쓴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 통역사는
귀하께서 귀하의 변호사,법원 직원과 판사를
비롯한 법정에 있는 이들과 의사소통을 할

법정 통역사는 단어의 의미 또는 법정의 진행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하십시오.

통역사가 통역을 마친 후에 발언하십시오.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법정 통역사는 귀하 및 귀하의 가족과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법정 통역사는 귀하의 모든 발언을 영어로

통역사가 귀하의 발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발언 속도를 늦춰 달라거나 중단해 달라는 통
역사의 수신호를 따라 주십시오.
영어를 다소 이해 하시더라도 법정 통역사의
통역에 주의를 집중해 주십시오.
적절한 속도로 분명하게 발언하십시오.귀하의
답변이 긴 경우에는 발언을 적절히 끓어서 해
주십시오.

법정 통역사는 법정에서의 모든 발언을
귀하의 모국어로 통역할 것입니다.

대화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법정 통역사가 아니라 질문

법정 통역사는 앞으로의 법정 상황 전개에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통역사는 퇴석할 수 있습니다.

법정 통역사는 비밀 준수 의무가 있으며
귀하께서 귀하의 변호사와 나눈 사적인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모국어로만 발언하십시오.

법정 통역사는 귀하가 통역을 필요로 할때
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통역

법정 통역사는 어떠한 발언도 첨가,누락,
또는 변경없이 통역할 것입니다.

귀하는 통역사에게 언제든지 통역사가 한말을
반복하거나, 목소리를 크게, 또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통역할 것입니다.

법정 통역사 활용 지침

통역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

의문사항이 있을때
귀하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통역사에게
문의하지 마시고 귀하의 변호사나 판사,
또는 법원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정
통역사가 귀하의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통역할 것입니다.

통역내용을 이해 못하는 경우 귀하의 변호사
또는 판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