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r local police department cares very much about the safety of its international community. Part of 
keeping everyone safe involves enforcement of traffic laws. If you haven’t done so already, please 
present your driver’s license, vehicle registration and proof of insurance to the officer.  

 

여러분의 지방경찰서 국제 사회의 안전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중 교통 법규의 시행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행 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에게 당신의 
운전 면허증, 차량 등록서, 차랑 보험증명서를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

You have been pulled over for the following reas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신의  차량을  정지시켰습니다: 
 

☐ Not stopping at a stop sign or disregarding 
stop sign/ traffic signal.  

STOP ( )
STOP   
정지 신호에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았거나 
정지 신호 또는 교통 신호를 무시함. 
 
☐ Speeding / Exceeding posted speed limit.  

/  
과속 또는 게시한 제한 속도를 초과함. 
 
☐ Speeding in a school zone. 

 
학교 영역에서 과속함.  
 
☐ Not using a turn signal / failure to signal 
turn.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음. 
 
☐ Failure to yield (turning in front of someone 
at an intersection).  

( )  
양보하지 않은 경우. (교차로에서 보행자 
앞에서 회전한 경우) 
 
 
 

☐ Seat belt / not wearing a seat belt.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음. 
 
☐ Expired License Plate/Improper Plat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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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pment Malfunction (Light not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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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ing the wrong way on a one-way street. 

 
일방 통행로에 잘못된 방향으로 운전함. 
 
☐ Unsafe lane movement. 

 
안전하지 않은 무리한 차선 이동. 
 
☐ Other: 

 
다른 이유: 

If you have been issued a citation, you may pay the penalty due, or you have the option to contest the 
violation by appearing in court on:  

만약 교통 위반 티켓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된 벌금을 지불하십시요. 또는 당신은 법정에서 위반 이의를 
제기 할수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ask the officer or visit your local police department.  

질문이 있을시, 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해당지역의 경찰서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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