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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IT COURT FOR , MARYLAND 
순회법원, 관할지:  메릴랜드

City/County 
시/카운티 

Located at  Case No. 
소재지 사건번호

Court Address 
법원 주소

vs. 
Plaintiff 대 Defendant 
원고 피고

Street Address Street Address 
거리 주소 거리 주소

City, State, Zip Telephone City, State, Zip Telephone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MOTION FOR RESTORATION OF FORMER NAME 
이전 이름 회복 신청

(Family Law § 7-105, Md. Rule 9-211) 
(가족법 § 7-105, 메릴랜드 규칙 9-211) 

I,  , state that: 
Current name 

I,  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현재 이름

1. The clerk entered a decree or judgment of absolute divorce under this case number on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This date cannot be more than

Month Day Year

18 months prior to the date of this motion).

1. 이 사건번호에 대해 절대적 이혼에 대한 결정문 또는 판결문이 아래 날짜에 법원서기에 의해

입력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월 일 연도

(이날짜는 이 신청일보다 18개월 이상 앞설 수 없습니다).

2. At the time of marriage, I took a new name, and I no longer wish to use it.
2. 본인은 결혼 시에 새 이름을 만들었으나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3. I request restoration of my former name . 
3. 본인은 본인의 다음 이전 이름 회복을 요청합니다. . 

Full former name 
이전 이름

4. The purpose of my request is not illegal, fraudulent or immoral, or to avoid or hide from creditors.
4. 본인은 이전 이름의 회복을 신청합니다. 신청 목적은 불법적이거나 사기를 위한 것이거나
부도덕한 것이 아니고, 또한 채권자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For these reasons, I request to be restored to my former name,  .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본인의 다음 이전 이름 회복을 요청합니다. . 

Full former name 
이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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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DAVIT 
선서 진술서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solemnly affirm under the penalties of perjury 
Current name 

that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are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위증의 죄책을 무릅쓰고 엄숙하게 본인이 아는 

현재 이름

지식, 정보 및 신념 하에 다음 문서들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합니다. 

Signature Date Address 
서명 날짜 주소

Printed Name City, State, Zip 
정자체 이름 시, 주, 우편번호 

E-mail Telephone Fax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

CERTIFICATE OF SERVICE 
송달 증명서

I filed this motion within 30 days of the date the clerk entered my judgment of absolute divorce and I certify 
that I served a copy of this motion and any attached documents, on the following party by ☐ mailing first class
mail, postage prepaid OR ☐ hand delivery, on  . 

Date 
본인은 법원 서기가 본인의 이혼 판결문을 입력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 1등급 우편, 선납 우표 또는 ☐ 직접 송달을 통해 이 신청서 사본과 첨부된 문서들을 다음 당사자에게
송달했습니다. 

날짜

Opposing party or their attorney Opposing party or their attorney’s address 
상대 당사자 또는 변호사 상대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의 주소

City, State, Zip 
시, 주, 우편번호 

Date Signature 
날짜 서명

☐ I filed this motion more than 30 days, but not more than 18 months from the date the clerk entered my
judgment of absolute divorce. Please issue a Writ of Summons so I may serve my former spouse with these 
documents (Md. Rules 2-121 and 2-126). 

☐본인은 30일이 넘어서 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 서기가 본인의 이혼 판결문을 입력한
날로부터 18개월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전 배우자에게 이 문서들을 송부할 수 있도록 
(메릴랜드 규칙 2-121과 2-126) 소환장을 발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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