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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 47  

기록 재분류  
 
March 2015  

 

 

공식적으로는 안전한  이웃 및 학교 법 (The Safe 

Neighborhoods and Schools Act) 이라고 하는,  주민발의안 47 

(Proposition 47)은 캘리포니아의 유권자 발의에 의해 2014년 

11월 4일에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Prop. 47은, 소급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마약 소지 및 소절도 범행과 같은 특정 저수위 

범죄를 중범 (또는 와블러)에서 경범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주 교도서 비용에서 절약된 금액은 형사 사법 제도 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약물 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  K-12 학년의 

위험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피해자 

서비스 에 대한 보조기금에 투자될 것입니다. 

 

Prop. 47 은 현재 또는 이전 범행 중 한가지를 갖고 있는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1 

1. 이전에 감금되었었으나 어떠한 형사 사법 제도 감독 

하에도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 재분류. (신청) 

2. 현재 감금되어있거나 또는 현재 형사 사법 제도 감독 

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선고. (청원) 

3. 이같은 범죄들 중 한가지로 기소받은 사람들에 대한  

곧 있을 선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Prop. 47 재분류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1. 사건 번호 

2. 중범: 적용되는 법률, 절, 세부 항목 (예:11350 HS) 

3. 유죄 판결 일자 

4. 법원 주소. 선고 받았던 본래 법원으로 가서 지방 검사 

사무실 및 법원 서기 사무실에 제출할 것을 추천합니다. 

5. 두 가지 양식이 요구됨: 

a. 재선고를 위한  신청서/청원서, 응답 양식 (PC 

§1170.18(a) 및 (f)) 

b. 송달 증명 양식 

 

 

 

 

 

                                                        
1 법원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것들이 “신청” 또는 “청원”으로 

분류됨. 

다음의 중범들이 기록 재분류에 대한 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마약 소지  H.S. 11350, H.S. 11357, H.S. 11377 

$950 이하의  

소절도. 
P.C. 666 

$950 이하의  

매장 내 절도. 
P.C. 459 

$950 이하의  

위조죄. 

P.C. 470, P.C. 473 (I PC 471,472, 475, 476, 

484f 및 484i(b) 포함) 

$950 이하의  

부도 수표 발행. 
P.C. 476(a) 

$950 이하의 

장물 수령. 
P.C. 496 

$950 이하의 

절도. 

P.C. 487, (PC 484e(a), 484e(b), 484e(d), 
484g, 484h, 487a, 487b, 487d, 487h, 487i, 

487j 및 489 포함.) 

 

 

 

귀하의 형사 기록 취득: 

1. 귀하의 엘에이 카운티 내의 형사 기록을 온라인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누름 또는 본 문서 끝에 있는 

“Useful Links” (유용한 링크) 부분을 보십시오. 

 본 검색 색인은 귀하가 제출하는 당사자/회사 이름에 

관련된 사건번호 및 제소 일자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본 싸이트는 매일 갱신됩니다. 이곳을 눌러서 그러한 

검색의 예를 검토하십시오. 검색 당 비용은 $1.00 입니다.    

 

2. 여러 가지의 관할 구역(카운티/주)에 대한 귀하의 형사 

기록을 취득하는 추가 방법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A. 귀하가 유죄의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한 법정 기재 

내용은 선고를 받았던 법원으로부터 취득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원에서 유래된 유죄 판결에 대한 정보만이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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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의 형사 기록 검토과.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대한 귀하의 형사 기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형사 기록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지시를 

주의해서 확실하게 따르십시오. 귀하의 캘리포니아 형사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누름 또는 본 

문서 아래에 있는 “Useful Links” (유용한 링크) 부분을 

보십시오. 또한 916-227-3400로 전화하셔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25의 절차비용이 있지만, 비용 면제에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수입에 대한 증명을 

서면으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런 기록이 

우송되기까지 여러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C. 귀하의 변호사, 가석방 담당관, 집행유예 담당관, 또는 

법원 또는 법집행 공동체 내의 연락처. 

 

재분류 문서들: 

1. 재선고를 위한 신청서/청원서, 응답 양식 (PC §1170.18(a) 

및 (f)),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누름 또는“Useful Links” 

(유용한 링크)를 보십시오. 

a. 더 이상 감금되어 있지 않으며 감독 하에 있지 않다면 

양식 상에 있는 신청 선택을 선정함으로 신청으로서의 

양식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2. 송달 증명 양식,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누름 

또는“Useful Links” (유용한 링크)를 보십시오. 

a. 언제 어디로 지방 검사에게 송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송달 증명은, 귀하의 청원서 또는 신청서를 제기할 때 

반드시 법원에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송달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송달의 증명을 작성하고 서명해야만 합니다. 
 

신청 절차: 

 

일단 두 가지 양식 모두와 귀하의 형사 기록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를 갖게 되면, 두 가지 양식 모두를 작성하고 서명하십시오. 

이것이 귀하의 재분류 서류 세트입니다. 

A. 재분류 받기를 원하는 각각 사건에 대한 개별 재분류 서류 

세트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B. 각 사건을 위해, 재분류 서류 세 세트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원본 세트는 법원 서기 사무실로, 한 세트는 

LA 지방 검사에게로, 그리고 다른 한 세트는 귀하의 기록을 

위해 귀하가 보관합니다. 

C. 재분류 서류 세트가 선고를 받았던 본래 법원으로 제출될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의  형사 

법원의 목록입니다.2 

 

 

 

 

                                                        
 
2 어떤 법원들은 폐쇄되어 이관되었습니다: 위티어 법원 건은 

놀워크 법원에서; 산타모니카, 베벌리 힐즈, 그리고 웨스트 

엘에이 법원들의 건은 공항 법원에서; 말리브 법원 건은 

벤나이스 법원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D. 지방 검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재분류 신청에 대한 심리는 

없습니다. 신청서가 규준을 충족시킬 경우에, 법원은 

중범을 경범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E. 통보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에 대한 

법원으로부터의 지시는 없지만, 법원으로부터의 연락이 

가능한대로 신속히 처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표 붙인 

자기앞 반신용 봉투를 첨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법원은 

청원서가 신청서보다 우선 처리됨을 조언합니다.    .  

 

Useful Links (유용한 링크): 

귀하의 카운티 내의 관선 변호사 사무실 찾기: 

http://www.cpda.org/County/CountyPDWebSites.htm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관선 변호사 사무실:  

http://pd.co.la.ca.us/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대체 관선 변호사 사무실 장소 및 정보. 

http://www.apd.lacounty.gov/Offices.htm &  
http://www.apd.lacounty.gov/ 

 

적격 범행: https://www.saccourt.ca.gov/criminal/docs/cr-pc-

1170-18-petition-filing-information.pdf 

 

Prop 47 법규: 

http://vig.cdn.sos.ca.gov/2014/general/pdf/text-ofproposed-
laws1.pdf#prop47 

 

재선고를 위한 신청서/청원서, 응답 양식(PC §1170.18(a) 및 (f)) 

http://www.lacourt.org/forms/pdf/CRIM235.pdf 

 

송달 증명 양식:  

http://www.lacourt.org/forms/pdf/CRIM237.pdf 

 

귀하의 캘리포니아 형사 기록 요청:  

http://oag.ca.gov/fingerprints/security 

 

로스앤젤레스 상급 법원 내의 형사 사건들의 피고들에 대한 

색인: 

https://www.lacourt.org/paonlineservices/criminalindex/publicmai
n.aspx? 

 

모든 형사 법원들의 목록이 여기 있음: 

http://www.lacourt.org/courthouse/mode/division/criminal 

 
Proposition 47 하 귀하의 기록이 변경되게 하는 것으로부터 

제외된 범죄들의 목록: 
http://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public_defende
r/Prop47Excludab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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