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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it Court f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ase No._______ 

City/County 

순회법원, 관할지:  도시/카운티   사건 번호 

In the Matter of 

관련당사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of Alleged Disabled Person 

추측되는 장애인의 성명 

ADVICE OF RIGHTS – GUARDIAN OF THE PERSON 

(Md. Rule 10-204) 

권리 통지 - 당사자를 위한 후견인 

(메릴랜드 규칙 10-204) 

To _______________________: 

Name 

수신 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A petition has been filed seeking appointment of a guardian of your person. 

귀하의 후견인 선임을 구하는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IF THE COURT APPOINTS A GUARDIAN OF YOUR PERSON, YOU WILL LOSE 

CERTAIN VALUABLE RIGHTS, WHICH MAY INCLUDE THE RIGHT TO MAKE 

DECISIONS FOR YOURSELF ABOUT WHERE YOU LIVE, HOW YOU LIVE, AND 

WHAT MEDICAL CARE YOU RECEIVE. 

법원이 귀하의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면, 귀하는 소중한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잃을 수 있는 권리로서는 거주할 곳, 거주 방법, 받을 의료 진료 내용 등에 

대한 결정을 할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YOU HAVE CERTAIN RIGHTS IN THIS CASE: 

귀하는 이 사건에서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The petition alleges that _____________________ is your attorney. If that is not correct,

Name of Attorney

notify the clerk immediately.

그 신청에 따르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가(이) 귀하의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의 성명

맞지 않으면, 즉시 법원서기에게 알리십시오.

AD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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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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GN-015BLK (01/2016) (TR 07/2018) 

 

The court has appointed ___________________ as your attorney, but you may hire  

Name of Attorney 

another attorney if you wish. 

법원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를(을) 귀하의 변호인으로 선임했지만,  

변호인의 성명 

귀하가 원하시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You will have a trial if you or your attorney object to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of 

your person. It will be a jury trial unless you give up the right to a jury trial.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인이 귀하를 위한 후견인 선임에 대해 반대한다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귀하가 배심재판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재판으로 

하게 됩니다. 
3. You have the right to be present at the trial. 

귀하는 그 재판에 출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4. You have the right to present evidence on your own behalf and to cross-examine 

witnesses against you. 

귀하는 귀하 자신을 위하여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귀하에게 불리한 

증인을 교차 심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5. You have the right to suggest restrictions or limitations of the guardian’s powers if a 

guardian is appointed.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후견인의 권능에 대한 제한이나 한계를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6. The trial may be closed to the public if you so request. 

귀하가 신청한 경우에는 재판의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e above statements cannot cover all possible situations. Please read the attached papers 

carefully. You should consult with your attorney to determine what is in your best interest. You 

or your attorney should file a response on or before the deadline stated in the attached order. 

위의 진술들은 모든 가능한 상황들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첨부된 서류를 

주의깊게 살펴보십시오. 어떤 것이 귀하의 최상의 이익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인은 첨부된 명령서에 

기재된 마감일이나 그 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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