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 공판에 대해 알아보기 
 

1. 화상 공판에 대한 서면 정보 

화상 공판 정보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심판위원회는 영상으로 공판을 진행합니다. 화상 공판 과정에서는 

증인, 증거물, 변론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여 사건 진술이 가능합니다. 화상 

공판은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대질 심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공판 

형식을 따릅니다. 화상 공판은 Zoom을 통해 행정법 판사들이 진행하고, 직접 공판과 

마찬가지로 행정법 판사가 절차를 통제해 당사자의 적법 절차권이 보호되도록 합니다. 

요구사항 

당사자들이 화상 회의로 등장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참여자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는 카메라,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고속 인터넷에 접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항소위원회 (916) 274-5751로 문의하십시오.  

통지 

당사자들에게는 공판과 관련된 추가 정보와 공판 과정에 포함된 요구사항이 명시된 화상 

공판 통지가 전달됩니다. 또한 이 사건에 배정된 행정법 판사는 공판에 앞서 당사자들과 

화상 공판 일정을 잡아 공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규약과 가이드라인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화상 공판 가이드 

본 가이드는 화상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을 위한 것입니다. 

기본사항 

다음 상황의 경우 항소위원회에 (916) 274-57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 

o ADA 협의 또는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o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또는 핸드폰 서비스가 있는 조용한 개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o 보호자 책임에 대한 적용 범위가 없는 경우. 

o 귀하나 귀하의 증인들이 공판에 출석할 수 없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 경우.  



 

화상 공판 전 

항소위원회가 귀하에게 화상 공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지는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전달될 것이며, 공판 날짜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통지는 "회의 ID"라고 하는 

회의 식별 번호를 제공합니다.  

행정법 판사 및 상대방과 화상 공판을 준비하기 위해 화상 사전 공판 회의를 진행합니다.  

공판 때 사용하고자 하는 증거나 증거물이 있다면, 이번 회의 때 행정법 판사에게 

알려주십시오. 귀하는 공판에 앞서 항소위원회에 사용하고자 하는 증거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화상 공판 준비 

o Zoom 계정이 없어도 화상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Zoom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o 적어도 일주일 전에 장비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Zoom을 

테스트하십시오: https://zoom.us/test 

o 장비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그리고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충전 

코드를 가까이에 준비해두십시오. 

o 실제 법정에 갈 때처럼 의상을 갖추십시오. 

o 화상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잘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개인적인 공간을 준비하십시오. 

o 조명을 점검하십시오. 과도하게 밝거나 너무 어두운 방을 피하십시오. 등 뒤에 밝은 

빛이 비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o 얼굴 높이나 얼굴 높이보다 약간 높게 카메라를 배치하십시오. 

o 컴퓨터의 모든 기타 프로그램을 닫으십시오. 

o 음질 향상을 위해 가능하면 헤드폰이나 이어버드를 사용하십시오.   

o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참조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화상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o 예정된 시작 시간보다 15분 먼저 Zoom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공판을 준비하십시오. 

o 공판을 위해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콜인 넘버(call-in number)와 

항소위원회 사무소 번호 [(916) 274-5751]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전화기를 음소거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https://zoom.us/test


o 말을 할 때는 화면이 아닌 카메라를 직접 보십시오. 

o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음소거"를 하십시오. 

o 증인신문을 하려면 행정법 판사에게 "이제 증언할 [증인명]을 요청하고 싶다"고 

알려주십시오. 

o 만약 증거물이나 증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면, 행정법 판사에게 "저는 이제 

[증거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알려주십시오. 

o 공판을 녹화하거나 방송하지 마십시오. 공판 후에 공식 녹화 자료 복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해 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 

내 화상 공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항소위원회에서 화상 공판 날짜, 시간 및 회의 ID를 알려드립니다.  공판을 준비하기 위해 

항소위원회는 사전 공판 회의 일정을 잡고나서 화상 공판의 상세 내용에 대해 논의합니다. 

화상 공판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인하지 않고 예정된 시간에 공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화상 공판은 얼마 동안 진행됩니까? 

각 공판마다 소요 시간이 다릅니다. 몇 시간 안에 끝나기는 공판이 있지만, 매일 몇 시간씩 

며칠이 걸리는 공판도 있습니다. 화상 공판 중에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낮 동안에는 점심식사 시간과 짧은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화상 공판 참여 방법은 무엇입니까? 

항소위원회가 이메일 또는 우편 메일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통지에는 "회의 ID"라는 회의 

ID 번호가 포함됩니다.  

i. https://zoom.us/join에 접속합니다. 

ii. 회의 ID 번호를 입력합니다. 

iii. 화상 공판에 참여하시려면 "Join(참가)"을 클릭하십시오. 

화상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무엇을 예상해야 합니까? 

처음 공판에 참여한다면 공판 시작 전에 가상 "대기실"에 입장하게 됩니다. 공판이 시작하면 

화면에 다른 당사자들 및 행정법 판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귀하를 볼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가 참석하여 귀하가 말을 들을 수 있는지와 귀하의 말이 들리는지를 확인합니다. 

https://zoom.us/join


화상 공판은 녹화가 되나요? 

예, 공판은 녹화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공식 기록이 됩니다. 즉, 모든 오디오가 녹음되므로,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음소거" 상태로 전환하십시오.  

화상 공판 중에 갑자기 누가 들리거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의를 종료하고 Zoom 창을 닫습니다. 이제 회의 ID를 사용하여 회의에 다시 

참여하십시오(화상 공판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질문 4 참조).  화상 

공판에 재연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법 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항소위원회 (916) 274-

5751로 전화하십시오.  

화상 공판 중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데이터 또는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법 판사에게 신속히 

알리십시오.  행정법 판사에게 알리기 전에 데이터 및 배터리 잔량이 소진되었다면 행정법 

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항소위원회에 (916) 274-5751로 전화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화상 공판에 참여할 수 있나요? 

예. 화상 공판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 판사는 항상 화상 공판를 

통제합니다. 사람들이 공판을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판 진행 중 제한을 둘 

수 있고 사람들을 공판에서 강퇴시킬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소위원회는 당사자와 행정법 판사를 위한 화상 공판 사전 회의를 화상 공판 전에 

예약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귀하는 화상 공판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거나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 전화번호 (916) 274-5751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2. 화상 공판을 위한 Zoom 사용방법 -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3. 모의 공판 시청 -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4. Zoo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한 링크: 

 

https://d3ufl1d3bqmvu8.cloudfront.net/cadir/OSHAB_Zoom_Video_for_Website.mp4
https://d3ufl1d3bqmvu8.cloudfront.net/cadir/OSHAB_Mock_Video_Hearing_EDITED_082820.M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