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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미디어

법무부 필요는 법원 미디어입니다.
사람들은 참조 정의의 모든 부분을들을 필요가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합니다. 법원은 선전, 엔터테인먼트, 홍보
또는 미디어 서커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는 비디오
테이핑이 없습니다. 비밀스러운 보안 카메라가 사용된다.
얼굴을 커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MS R3

재판에는 미디어 비디오 테이핑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미디어 카메라를 허용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로 재판을집니다. 카메라 판사에 직면, 판사, 검찰, 국방 (변호사, 변호사) ,
고소 및 어떤 카메라가 없다면 증인들은 것과는 다른 동작합니다. 사람들은 행동 및
자연 동작하지 않습니다. 신체 언어, 얼굴 표정, 음성 및 언어의 사용 톤의 독서
광산에서. 사람들은 또한 부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 다른 옷을 입고있다.

극장으로 그들을 돌려 법정 절차의 무결성을 훼손. 부당한! 받아 드릴수 없음.

시험 전
시험 전에 미디어보고는 법원 및 재판 날짜, 피고인의 이름으로 제한됩니다. 다른보고 (요금,
증인의 이름, 법정 관리, 의견, 의견 ...) 법정 모독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MS R3 '

시험 중
시험 중보고에 미디어 금지가있다. 미디어 속보 금지는 법정
모독죄에 있습니다 : ' MS R3 '
시험의 결론 후

(1) 하나님의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기록 된대로가한다! 모든 미디어 14.12.3.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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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는 '을 제공 상세 시험 보고서 ' 재판의 결론 후 : 누가 비난을 받았다 (사진, 주소,
고용주, 부모) ? 어떤 경우 요금? 법원 관계자 ... 평결, 추론 및 재활, 보상 (있는 경우). 미디어
의견 및 설명을 제공해야합니다.
노트 ! 판사 (수령) 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이유로 미디어에 의해 상세한보고를
억제 (국가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부패 법 ...) .
항소
일단 항소가 제기되고있다. 시험 전에 미디어보고, 시험 중 및 후에 시험 규칙이
적용됩니다.
상세 시험보고의 자유는 신성한입니다!
순서를 억제하면 '유죄'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
대한 위협이다. 커뮤니티는 '유죄의 알 권리가 (사진, 주소, 고용주, 부모) '피해자로 (에스) 세부.
항소 결과 및 추론 ( '상세 시험 보고서') . 모든 거부
(항소 후 판사 억제 순서) 이 활동의의를 얻을 수 MS / R7 '
노트 ! 커뮤니티는 '유죄의 세부 사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사회 악,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

커뮤니티는 '피해자를 알 권리가있다 (에스) '세부 사항. 이것은 최대 지원을
제공하는 커뮤니티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후 억제 명령을 발행하는 모든 판사, 판사는 항소는 사법에서 제거됩니다. 그들의
전문 자격이 취소, 기소된다 ' MS R7 ' .
노트 ! 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유죄 범죄를 저지르고 억압 순서 (에스) . 이 억제 명령을
발행 판사, 판사는 협회에 의해 유죄 (지역 사회에 위협이되는) . 그들의 전문 자격이
취소, 기소된다 ' MS R7 ' .
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피해자 억압 순서. 필요한 도움을 받고하지 않습니다. 이 억제
명령을 발행 판사, 치안 판사는 사회의 일원으로 의무 태만의 죄입니다. 그들의 전문
자격이 취소, 기소된다 ' MS R7 '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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