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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IT COURT FOR      , MARYLAND 

메릴랜드 순회법원, 관할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County 

시/카운티 
 

Located at        Case No. 

소재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건번호 _____________________ 
Court Address 

법원 주소 
 

 

Plaintiff 

원고 

vs. 

대 
 

Defendant 

피고 
 

Street Address 

도로 주소 

  

Street Address 

도로 주소 
 

City, State, Zip 

도시, 주, 우편 번호 

 

Telephone 

전화 

  

City, State, Zip 

도시, 주, 우편 번호 

 

Telephone 

전화 

 
NOTICE – ALTERNATE SERVICE 

(Md. Rules 2-121, 2-122) 

고지 – 대체 송달 

(메릴랜드 규칙 2-121, 2-12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above named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음 

성명 
plaintiff 

원고 
defendant 

피고 
has filed a (select one): 

가 다음을 제기했습니다(한가지 선택): 

petition titled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 of the peti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라는 제목의 청구 

청구 제목 
complaint titl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 of the complai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라는 제목의 소송 

소송 제목 

millert
Text Box
Sample for Reference Purposes Only.  Forms have bilingual format for your convenience, but must be completed and filed with the court in English.  참조용으로�만 사용하는 샘플.  서식들은 편의를 위해 이중 언어 포맷을 사용하나,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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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titl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 of the mo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라는 제목의 신청 

신청 제목 
in which he/she is asking the court to gra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ief sought (i.e., custody, divorce, name change) 

법원이 다음을 인정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하는 구제 (즉, 양육권, 이혼, 이름 변경 등) 

 

The Circuit Court for ________________ may grant that relief unless _____________________, 

Name 

above nam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관할의 순회법원은, 위에 이름이 기재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가(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구제를 인정할  

성명 

수도 있습니다. 
plaintiff 

원고 
defendant 

피고 
can show reason why the court should not grant the relief. _______________________ must file  

Name  

a response to the petition/complaint/motion on or before ____________________. 

Date 

위의 당사자가 법원이 그 구제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입증할 수 있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____________________ 당일 또는 그 전에  

성명     날짜 

청구/소송/신청에 대하여 응답을 해야 합니다. 
 

If _______________________ fails to respond within the time allowed, the court may enter a  

Name  

judgment by default or grant the relief sought, as long as a copy of this Notice is (select 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가) 허용된 시간 내에 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성명 

결석재판을 하거나 구하는 구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한가지 선택): 
posted by the sheriff at the courthouse door or on a bulletin board within its immediate 

vicinity on or before ________________. Check with the Clerk of Court about posting  

Date 

procedures. 

__________________ 당일 또는 그 직전이나 직후의 날까지, 집행관이 법원  

날짜 

문이나 게시판에 이 고지서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서기에게 확인하십시오. 



CC-DR-072BLK (Rev. 06/2019) (TR 07/2019) 

 
published in a newspaper in this county/city at least once a week for three (3) consecutive 

weeks on or before _______________. Check with the Clerk of Court about publication  

Date 

procedures. You must pay a newspaper invoice before the paper will publish the Notice. 

__________________ 당일 또는 그 전에 3 주 연속해서 일주일에 최소 한번 이  

날짜 

카운티/도시에서 신문에 이 고지서를 게재하는 경우. 게재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서기에게 확인하십시오. 신문에 이 고지서를 게재하기 전에 신문사의 청구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other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fter the time period in the judge’s order has passed, you may ask the court for a default 

judgment or to move forward with your case. 

판사 명령서에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결석재판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Date 

날짜 

 

 

Clerk of the Court 

법원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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