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ERCE COUNTY DISTRICT COURT
930 Tacoma Ave S, Room 239, Tacoma, WA 98402
(253)798-7487
www.piercecountywa.gov/districtcourt

소액사건재판 접수하는 방법
청구 제기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개인이 소송할 경우 $10,000, 사업체 혹은 다른 법주체의 경우
$5,000 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만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소장은 피고가 거주하는 혹은 사업을 하는 카운티의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 청구가 교통사고 또는 다른 재산 문제로 제기되었다면 소장을 교통사고가 난
지역이나 문제가 된 재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RCW
3.66).
 법원의 허락없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마십시오.
 피어스 카운티에서는 온라인, www.piercecountywa.gov/districtcourt 혹은 930 Tacoma
Avenue South, Tacoma, WA 98402 에 위치한 카운티-시티 건물의 법률 도서관 키오스크에서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피고 (원고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람)의 이름과 명칭 (예를 들어, 개인, 개인기업,
파트너십, 법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체를 대신하여 청구를 제기할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o

만약 사기업, 개인기업, 혹은 파트너십을 대신하여 청구를 제기한다면, 사업체의
소유주가 청구를 제기하고 소액사건재판의 전과정에서 사업체를 대표해야 합니다.

o

만약 법인, 혹은 유한책임회사를 대신하여 청구를 제기한다면, 기재된 개인(들)에게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인 재가 선서진술서 (Affidavit of Corporate
Authority)"가 청구당 하나씩 제출되어야 합니다 (서류는 법정서기로 부터 혹은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제출된 후, 조정일 또는 재판일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절차 완료 후 72 시간
이내에 법원에 연락하십시오.
o

연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시티 건물에 직접 방문하여; 라이브채팅 LiveChat
(www.piercecountywa.gov/districtcourt) 을 통하여; 혹은, 전화 (253) 798-7487 로
연락하면 됩니다.

 조정일 또는 재판일을 정하기 전에 환불 불가 접수료 $50.00 을 지불해야 합니다.
 피고가 "소액사건재판 통지서 (Notice of Small Claim)"를 적어도 조정일/재판일 10 일 전에는
받을 수 있도록 송달을 준비하십시오.
o

피고(들)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송달을 하려면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 소송 송달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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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당사자나 증인이 아닌 18 세 이상의 개인은 영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 진술서 혹은 선서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신 수령증을 요구하는 제한 배달인 등기우편 혹은 배달증명우편 (기재된
피고(들) 또는 사업체와 관련된 적절한 사람의 서명이 있는)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부동산 임대 소송이 아니면 다른 주에서의 송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RCW 3.66.100).

o

사업체에게 송달하는 방법은 사업체의 허가 방식에 따라 틀려집니다. 사업체의 허가
방식에 대한 정보는 국무부 법인과 (Secretary of State Corporations Division), (360) 7250377 혹은 https://www.sos.wa.gov/corp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CW 4.28.080 참조)

 궐석 판결을 신청하려면 피고의 군 복무 선서 진술서 (Affidavit Regarding Military Service of
Defendant)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가 군 복무 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언하는 선서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양식은 소장 접수 시 제공될 것입니다.
https://scra-w.dmdc.osd.mil/의 게시물 내용을 참조 하거나 변호사와 상담 하십시오.
 궐석 판결 또는 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송달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반소
만약 본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본인은 원고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본인에게
채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맛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www.piercecountywa.gov/districtcourt 에서 반소 양식을 인쇄한 후 작성하십시오.
 피어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환불 불가 접수료 $50.00 을 지불하고 접수를
완료하십시오.
 위에 언급된 송달 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송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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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CE COUNTY DISTRICT COURT
930 Tacoma Ave S, Room 239, Tacoma, WA 98402
(253)798-7487
www.piercecountywa.gov/districtcourt

소액사건 조정
조정 1
조정이란 당사자들간에 분쟁을 해결하는 내밀절차 입니다. 당사자들은 피어스 카운티 대화와 해결 센터 (Pierce
County Center for Dialog & Resolution)에서 나온 공정하고 분쟁 해결에 교육을 받은 제 3 자의 조정인을 만날
것입니다. 피어스 카운티 지방법원 지방 행정법칙 6A 에 의하여 접수된 모든 소액사건은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 금지명령 또는 괴롭힘 금지명령이 발부된 상황이거나 스페인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통역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예외입니다. 이런 사건은 재판일을 즉시 받게 됩니다.
 조정 참석 시 사건 관련 서류를 지참 하십시오.
o

내역서, 계약서, 사진, 견적서 등 과 같은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조정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판사로 부터 사전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조정 시 본인의 대리를 맡기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지
마십시오.
 조정에 참석하십시오.
o

조정은 피어스 카운티 대화와 해결 센터 (Pierce County Center for Dialog & Resolution), 717
Tacoma Ave. S, Tacoma, WA 98402, 에서 진행됩니다. RCW 9.41.300 에 의하여 이 건물은
비무기지대로 지정되었음을 유의하십시오.

 만약 당사자들이 참석했음에도 조정 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건은 재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안이 준비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입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서에 서명할 것이며 한 부씩 받게 될 것입니다.

Attendance at mediation and trial is mandatory. If the plaintiff fails to appear at mediation or trial, the case will be dismissed. If the
defendant fails to appear for mediation or trial, the plaintiff may request that a default judgment be entered by the Cou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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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재판을 관찰하십시오.
본인의 재판 (재판일과 시간은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전 다른 소액사건재판을 관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607 호 법정의 인터넷 방송 https://www.piercecountywa.gov/LiveCourtroom-Feed 에서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진술을 준비하십시오.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내용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더 명쾌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물과 제시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예를 들어: 계약서, 판매 영수증, 사진 (고장난 가전제품, 주택 손상, 교통사고 손상, 등), 도표, 도면,
임대차 계약, 지불필 수표, 수리비 영수증, 혹은 견적서.
o

판사가 이미지/그림을 참작하기 원한다면 그런 자료들을 인쇄해야 합니다.

o

전화기, 카메라 또는 노트북 컴퓨터와 같은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그림은 법정 기록으로
만들 수 없기에 판사는 그런 자료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o

판사가 녹음된 비디오를 보기 원한다면 비디오 사본을 CD 에 복사하여 법원 기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o

증거로 제시할 증거물은 제시할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o

본인의 사건을 뒷받침할 모든 서류는 3 개의 복사본 (추가로 지정된 피고가 있다면 각각 한
부씩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복사본을 준비하십시오)으로 만들어 재판 시 지참해야 합니다.
서류는 바인더에 넣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을 선정하십시오.
증인은 문제의 그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일어난 일을 목격한
사람이거나 사건의 사안에 있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증인은 그들이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제시할 증거의 순서를 정하십시오.
어떠한 내용도 놓치지 않도록 제시할 요점의 윤곽을 그리십시오.
 연습하십시오.
본인의 사건을 설명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설명은 체계적이며 간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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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일 무엇을 예상해야 합니까?
 재판 당일 법원으로 다음과 같이 가져오십시오:
o

모든 서류와 증거물;

o

송달 증명서 (송달 진술서 또는 반신 수령증이 있는 등기우편 포함); 그리고

o

증인(들).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본인의 사건은 같은 법정을 배정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본인의 사건이 불릴때 양측의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했고 사건을 연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은 진행할 준비가 되었고 상대방이 연기를 신청한다면 판사에게
본인의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재판 진행 중 무엇을 예상해야 합니까?
 본인의 사건이 불리면 본인과 상대방 모두 법정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판사께서 먼저 원고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이후 피고에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라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승소판결이 본인을 위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증거의 우세로
입증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판사가 본인의 진술 중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는
대로 대답하십시오.
 예의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남의 말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 판사에게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든 침착하십시오. 좋은 예절과 차분함은 재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하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판결금액 징수
 재판 종료 직후 판결문의 등본이 준비될 것입니다.
o

수금절차에 있어 변호사와의 상담을 고려해도 됩니다.

o

법원은 판결금액 징수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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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판결 항소
소액재판 판결 항소하는 방법
소액재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 중 아무나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건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청구된 금액이 $250 이하라면 항소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항소를 원할 시 본래 청구된 금액이 $1,000 을 상회해야 합니다.
항소된 사건은 피어스 카운티 상급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액재판의 항소는 사건의 기록에 의지한 "복심적"
항소입니다. 이것은 제 1 심 소송절차에서 제시된 증거와 내용을 근거로 상급법원 판사가 항소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증거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을 항소하기 위해서는 판결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항소 통지서 (Notice of Appeal)를 피어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접수하십시오.
o

이 서류/양식은 온라인에서 혹은 239 호 법정 앞 창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 통지서 접수 시 항소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o

o

환불 불가 접수료 $390 에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00 녹취록 수수료

•

$40.00 항소 준비 수수료

•

$230.00 상급법원 접수료

•

$100.00 항소 채권

•

항소를 기다리는 동안 판결문의 일시적 정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항소 채권
$100 을 지불하는 대신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채권의 금액은 판결금액과 비용의
두배에 해당되는 액수 혹은 청구금액의 두배에 해당되는 액수 중 더 큰 액수를
채권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 요청서는 239 호 법정 앞 창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 통지서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십시오.
 피어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항소 통지서 송달 증명서 (송달 진술서/선서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o

이 서류/양식은 온라인에서 혹은 카운티-시티 건물의 법률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고 14 일 이내에 지방법원에서 상급법원으로 사건을 제출할 것이며 새로운 상급법원 사건번호가
적힌 사건 일정표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항소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면 항소인 (결정을
항소하는 사람)은 상급법원에 항소가 심리된 후까지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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