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RCUIT COURT FOR , MARYLAND 

메릴랜드 순회법원, 관할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County 

시/카운티 

ORPHAN’S COURT FOR  , MARYLAND 

메릴랜드 고아법원, 관할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County 

시/카운티 

Located at        Case No. 

소재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건번호 _____________________ 
Court Address 

법원 주소 

In the Matter of 

관련당사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of Minor Docket Reference 

미성년자의 성명 재판사건 관리번호 

Date of Notice:  

고지일: ______________________

NOTICE TO INTERESTED PERSONS 

(Md. Rule 10-403(f))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 

(메릴랜드 규칙 10-403(f)) 

A petition has been filed seeking appointment of a standby guardian of the 

아래 대상의 예비후견인 선임을 구하는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person 

미성년 자녀 본인  

property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 

person and property 

미성년 자녀 본인과 부동산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minor.  

미성년 자녀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ou are receiving this notice of this proceeding because you are related to or otherwise 

concerned with the welfare of the minor. Please examine the attached papers carefully. I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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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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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to the appointment of a standby guardian, please file a response with the court 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date of issue of this 

Address of courthouse 

Notice. (Be sure to include the case number.) If a response is not received by the court, the 

court may rule on the petition without a hearing. If you wish to participate in this 

proceeding in any way, notify the court and be prepared to attend any hearing. 

귀하는 위 미성년자의 친척이거나 그 미성년자의 복리에 다른 점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한 고지문을 받는 것입니다. 첨부된 서류를 주의깊게 

검토하십시오. 예비후견인의 선임에 반대하실 경우, 다음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으)로 이 고지문 발부일로부터 30 일  

법원 주소 

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십시오. (사건번호를 포함시키시오.) 법원은 답변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심리 없이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절차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법원에 통지를 한 후 심리에 참석할 준비를 하십시오.

CERTIFICATE OF SERVICE 

송달 증명서 

I certify that a copy of the petition and the “Notice to Interested Persons” was mailed, by 

ordinary mail, postage prepaid, and by certified mail, postage prepaid and return receipt 

requested, this _______ day of ________, to ____________________ at ________________. 

본인은, 신청서와 “이해관계자에게 드리는 고지문” 사본이 ______________년 

_____________월 ______________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게 

선불요금 일반우편으로, 선불요금 인증우편으로, 선불요금 배달증명으로 주소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으)로 발송되었음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Petitioner 

청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inted Name 

성명(정자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State, Zip 

도시, 주, 우편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lephone Number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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