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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RCUIT ☐ ORPHANS' COURT FOR ____________________ , MARYLAND

☐ 순회 ☐ 고아법원, 관할:  메릴랜드 
City/County 

시/카운티 

Located at  Case No. 

소재:  사건번호 
Court Address 

법원 주소 

In the Matter of 

관련당사자 

Name of Minor Docket Reference 

미성년자의 성명 재판사건 관리번호 

ANSWER TO PETITION FOR GUARDIANSHIP OF MINOR 

미성년자 후견 신청에 대한 답변서 

I, , representing myself, answering the 

 filed against me, state: 
Name of Petition That You are Answering 

본인은,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에 대해 자기 변론을 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귀하가 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는 해당 신청 이름 

1. Answering Paragraph No. 1 (check one):

1항에 대한 답변 (한가지에 체크):

 I admit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1.

 제 1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인정합니다.

 I deny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1, except I admit

 본인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1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부인합니다

State the facts that you admit or write “none” 

귀하가 인정하거나 "없음"이라고 쓴 사실관계를 진술하시오 

 I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to know whether or not the statement(s) in Paragraph 1 are true. 

 본인은, 1항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Answering Paragraph No. 2 (check one):

2항에 대한 답변 (한가지에 체크):

 I admit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2.

 제 2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인정합니다.

 I deny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2, except I admit

 본인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2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부인합니다

State the Facts that You Admit or Write “None” 

귀하가 인정하거나 "없음"이라고 쓴 사실관계를 진술하시오 

 I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to know whether or not the statement(s) in Paragraph 2 are true. 

 본인은, 2항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ere is no Paragraph No. 2. 

 제 2항이 없습니다. 

ANSWE

millert
Text Box
The forms are in bilingual format for your convenience, but must be completed and filed with the court in English.  서식들은 편의를 위해서 이중 언어 포맷으로 제공되나,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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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swering Paragraph No. 3 (check one):

3항에 대한 답변 (한가지에 체크):

 I admit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3.

 제 3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인정합니다.

 I deny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3, except I admit

 본인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3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부인합니다

State the Facts that You Admit or Write “None” 

귀하가 인정하거나 "없음"이라고 쓴 사실관계를 진술하시오 

 I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to know whether or not the statement(s) in Paragraph 3 are true. 

 본인은, 3항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ere is no Paragraph No. 3. 

 제 3항이 없습니다. 

4. Answering Paragraph No. 4 (check one):

4항에 대한 답변 (한가지에 체크):

 I admit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4.

 제 4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인정합니다.

 I deny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4, except I admit

 본인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4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부인합니다

State the Facts that You Admit or Write “None” 

귀하가 인정하거나 "없음"이라고 쓴 사실관계를 진술하시오 

 I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to know whether or not the statement(s) in Paragraph 4 are true. 

 본인은, 4항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ere is no Paragraph No. 4. 

 제 4항이 없습니다. 

5. Answering Paragraph No. 5 (check one):

5항에 대한 답변 (한가지에 체크):

 I admit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5.

 제 5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인정합니다.

 I deny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5, except I admit

 본인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5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부인합니다

State the Facts that You Admit or Write “None” 

귀하가 인정하거나 "없음"이라고 쓴 사실관계를 진술하시오 

 I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to know whether or not the statement(s) in Paragraph 5 are true. 

 본인은, 5항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ere is no Paragraph No. 5. 

 제 5항이 없습니다. 

6. Answering Paragraph No. 6 (check one):

6항에 대한 답변 (한가지에 체크):

 I admit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6.

 제 6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인정합니다.

 I deny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6, except I admit

 본인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6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부인합니다

State the Facts that You Admit or Write “None” 

귀하가 인정하거나 "없음"이라고 쓴 사실관계를 진술하시오 

 I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to know whether or not the statement(s) in Paragraph 6 are true. 

 본인은, 6항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ere is no Paragraph No. 6. 

 제6항이 없습니다. 

ANSWE



CC-GN-003BLK (Rev. 08/2020) (TR 08/2020) Page 3 of 5 페이지 3 / 5 

7. Answering Paragraph No. 7 (check one):

7항에 대한 답변 (한가지에 체크):

 I admit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7.

 제 7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인정합니다.

 I deny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7, except I admit

 본인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7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부인합니다

State the Facts that You Admit or Write “None” 

귀하가 인정하거나 "없음"이라고 쓴 사실관계를 진술하시오 

 I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to know whether or not the statement(s) in Paragraph 7 are true. 

 본인은, 7항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ere is no Paragraph No. 7. 

 제 7항이 없습니다. 

8. Answering Paragraph No. 8 (check one):

8항에 대한 답변 (한가지에 체크):

 I admit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8.

 제 8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인정합니다.

 I deny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8, except I admit

 본인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8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부인합니다

State the Facts that You Admit or Write “None” 

귀하가 인정하거나 "없음"이라고 쓴 사실관계를 진술하시오 

 I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to know whether or not the statement(s) in Paragraph 8 are true. 

 본인은, 8항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ere is no Paragraph No. 8. 

 제 8항이 없습니다. 

9. Answering Paragraph No. 9 (check one):

9항에 대한 답변 (한가지에 체크):

 I admit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9.

 제9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인정합니다.

 I deny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9, except I admit

 본인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9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부인합니다

State the Facts that You Admit or Write “None” 

귀하가 인정하거나 "없음"이라고 쓴 사실관계를 진술하시오 

 I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to know whether or not the statement(s) in Paragraph 9 are true. 

 본인은, 9항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ere is no Paragraph No. 9. 

 제 8항이 없습니다. 

10. Answering Paragraph No. 10 (check one):

10항에 대한 답변 (한가지에 체크):

 I admit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10.

 제 10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인정합니다.

 I deny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10, except I admit

 본인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10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부인합니다

State the Facts that You Admit or Write “None” 

귀하가 인정하거나 "없음"이라고 쓴 사실관계를 진술하시오 

 I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to know whether or not the statement(s) in Paragraph 10 are true. 

 본인은, 10항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ere is no Paragraph No. 10. 

 제 10항이 없습니다. 

ANS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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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nswering Paragraph No. 11 (check one):

11항에 대한 답변 (한가지에 체크):

 I admit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11.

 제 11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인정합니다.

 I deny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11, except I admit

 본인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11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부인합니다

State the Facts that You Admit or Write “None” 

귀하가 인정하거나 "없음"이라고 쓴 사실관계를 진술하시오 

 I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to know whether or not the statement(s) in Paragraph 11 are true. 

 본인은, 11항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ere is no Paragraph No. 11. 

 제 11항이 없습니다. 

12. Answering Paragraph No. 12 (check one):

12항에 대한 답변 (한가지에 체크):

 I admit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12.

 제 12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인정합니다.

 I deny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12, except I admit

 본인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12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부인합니다

State the Facts that You Admit or Write “None” 

귀하가 인정하거나 "없음"이라고 쓴 사실관계를 진술하시오 

 I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to know whether or not the statement(s) in Paragraph 12 are true. 

 본인은, 12항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ere is no Paragraph No. 12. 

 제12항이 없습니다. 

13. Answering Paragraph No. 13 (check one):

13항에 대한 답변 (한가지에 체크):

 I admit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13.

 제 13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인정합니다.

 I deny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13, except I admit

 본인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13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부인합니다

State the Facts that You Admit or Write “None” 

귀하가 인정하거나 "없음"이라고 쓴 사실관계를 진술하시오 

 I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to know whether or not the statement(s) in Paragraph 13 are true. 

 본인은, 13항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ere is no Paragraph No. 13. 

 제 13항이 없습니다. 

14. Answering Paragraph No. 14 (check one):

14항에 대한 답변 (한가지에 체크):

 I admit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14.

 제 14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인정합니다.

 I deny all of the statement(s) in Paragraph No. 14, except I admit

 본인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14항에서의 모든 진술을 부인합니다

State the Facts that You Admit or Write “None” 

귀하가 인정하거나 "없음"이라고 쓴 사실관계를 진술하시오 

 I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to know whether or not the statement(s) in Paragraph 14 are true. 

 본인은, 14항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ere is no Paragraph No. 14. 

 제 14항이 없습니다. 

ANS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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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n my defense, I also want the court to consider the following facts (A copy of any court order relating
to my defense is attached, if available):

본인에 대한 방어로서, 재판부가 다음의 사실을 고려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본인의 방어에 관한

법원명령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 있을 경우):

FOR THESE REASONS, I request the Court (check all that apply): 

이러한 사유로, 법원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Dismiss/Deny the Petition 

 청구를 기각/거절 

 Grant the relief requested in the Petition 

 청구에서 구하는 구제수단 인정 

 Grant the relief requested in the Petition except  

 다음을 제외하고, 청구에서 구하는 구제수단 인정 

State the relief you do NOT want the Court to grant. 

귀하로서는, 재판부가 인정해 주지 않기를 원하는 구제수단을 기술하시오. 

 Order any other appropriate relief.

기타 적절한 구제수단을 명함.

Date Signature 

날짜 서명 

CERTIFICATE OF SERVICE 

송달증명서 

I certify that I served a copy of this Answer upon the following party or parties by  mailing first class 
mail, postage prepaid  hand delivery, on ____________________ to: 

Date 

본인은,  1등급 우편으로, 우표값을 선지급하고, 직접 전달로써 ___________ 에 다음으로 이 신청서를 

송달했음을 확인합니다. 날짜

Name Address 

성명 주소 

Name Address 

성명 주소 

Date Signature of Party Serving 

날짜 송달하는 당사자의 서명 

IMPORTANT (TIME FOR FILING YOUR ANSWER IF YOU WISH TO CONTEST THIS MATTER): 

중요 (본 사안을 다투고자 할 경우, 귀하의 답변을 제출할 시간): 

You must file your Answer with the Court within the time stated in the summons. 

소환장에 명시된 시간 내에 귀하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ANS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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