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 한국어 - Application for review for non-attendance

결석으로 인한 재심
신청
1. 결 석 으 로
무엇입니 까 ?

인한

재

심이

결석으로 인한 재심은 심리에 출석 또는 참가하지
못했고 대리인을 통한 참석도 없었던 당사자에게
심리에 결석 또는 불참한 또는 대리인을 통한
참석을 할 수 없었던, 재판소가 만족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3.

SACAT 은 반드시 신청인이 심리에 출석, 참여 또는
대리인을 통해 참석할 수 없었던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만족해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에
포함합니다.

해당될

수

있는

예는

다음을



신청인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아파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되




신청인이 심리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이 해외 또는 다른 주에 거하면서
심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통 원래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7 일 이내)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고, SACAT(남호주 민사 및
행정 재판소)에 뒷받침해 주는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던
동안 연락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신청인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었을 경우



신청인이 감금되어 있었을 경우

2.

신청
나요 ?

신청서는

방법은

어

떻게

본

재판소의
웹사이트
www.sacat.sa.gov.au 를 통해 제출하거나 Pirie
Street 또는 Collinswood 의 사무소을 방문하거나
1800 723 767 번으로 전화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결석으로 인한 재심의 신청서는 관련된 소송절차
및 결정 그리고 언제, 어떻게 본 재판소의 결정을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해당 심리에 참석하지
못한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결석으로 인한 재심 신청은
재판소의 허가가 없는 경우, 한 번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수수료와
비용에
참조하십시오.

관한

정보는

다음을

http://www.sacat.sa.gov.au/bringing-a-case/fees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경우의 예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던 경우
신청인이 정기적인 치과 진료를 받고 있었던 경우
신청인이 부동산 매니저인데 미리 예약된
부동산 인스펙션이 있었던 경우 또는 병가
또는 휴가 중이었던 경우

결석으로 인한 재심 신청

3.
S A C AT
에서
결석
으로 인한
재심
요청을
다
루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 제출 및 신청 수수료 지불 (또는 면제),
증빙서류들의 제출이 이루어지면, SACAT 은 그
신청에 관한 심리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심리는 원래의 결정을 내린 본
재판소의 멤버에 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본 재판소의 멤버는 두 단계에 걸쳐 심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첫번째로 본 재판소의 멤버는 신청인이
원래의 심리에 결석했거나 불참했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해 참석할 수 없었던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둘째로는 만약 본 재판소의 멤버가 신청인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결정한다면 그 멤버는
원래의 심리에 대해 재심을 할 것입니다.
본 재판소의 멤버가 적절하다고 결정한다면 원래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SACAT(남호주 민사 및 행정 재판소)는 이
정보지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귀하가 이 정보지를 의존하실 경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법적 자문은 항상 귀하 본인이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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