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나의 범죄 기록을 볼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인 범죄 사건은 공개 기록입니다. 따라서 사건 심리가 진행된 법원에서 
누구나 직접 범죄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사건 기록은 메릴랜드 사법부 사건 검색 
(사건 검색) 및 메릴랜드 전자 법원(MDEC)에서 온라인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말소란 무엇인가요? 
말소는 법원 및 법 집행 기록에서 형사 범죄 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조치입니다. 법원에서 
말소를 명령하는 경우, 해당 사건 기록은 사건 검색 및 MDEC에서도 삭제됩니다.
말소 조치는 모든 기록을 삭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  경찰 파일에는 범죄 혐의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체포 사실에 관한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국의 파일에는 교통 관련 범죄 기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민간 신원조회 회사는 일부 법원 기록의 사본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 기록이 말소될 수 있나요?
모든 사건 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하려면 결과 또는 "처분"을 
확인하십시오.

호의적 처분 유죄 처분
대부분의 호의적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의 
기록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호의적 처분에는 
불기소사면, 소송 종결 기재(STET), 무죄, 면죄, 
기각, 판결 전 보호관찰(PBJ)이 포함됩니다. 
대기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거나 인정된 경우, 해당 
사건의 기록 말소 자격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경범죄 
선고 사건은 10년 또는 15년의 대기 
기간 후 기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중범죄 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귀하에 대해 형사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귀하는 이전 형사 사건의 말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말소되려면 해당 사건에 기소된 모든 혐의가 말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단위 규칙이라고 합니다. 한 사건에서 발생된 여러 혐의를 한 단위라고 합니다. 한 
단위에 속한 혐의 중 하나라도 말소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건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마리화나 소지 및 경미한 교통 위반은 단위 규칙에서 예외입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한 
말소 대상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변호사 무료 상담 메릴랜드 법원 지원 센터 

전화: 410-260-1392

채팅  mdcourts.gov/helpcenter

법원 양식 및 동영상 찾기

mdcourts.gov/legalhelp/expungement

메릴랜드 주민 법률 도서관
peoples-law.org

공공 법률 도서관
410-260-1430

mdcourts.gov/lawlib

법률 읽어보기

메릴랜드 법, 형사 소송 절차 § 10-105
메릴랜드 법, 형사 소송 절차 § 10-110

법원 서기실

내 사건의 심리 법원 찾기. mdcourts.
gov/courtsdirectory

mdcourts.gov/accessto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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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 기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사건 기록은 사건 심리가 진행된 법정에 
보관됩니다. 법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오래된 사건의 경우, 
먼저 법원에 전화하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부 범죄 기록에 관한 정보는  
mdcourts.gov/casesearch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호의적인 결론이 내려졌거나 마리화나 
소지와 관련된 사건은 사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록에는 말소 양식을 작성할 때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이름, 날짜, 신원 확인 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이 본인의 사건 기록을 자동으로 
말소하나요?
다음의 경우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자동 
말소합니다.
1.  사건의 모든 기소 내용이 면죄, 기각, 

무죄 또는 불기소사면 처분된 경우
2.  처분이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입력된 경우 
3.  처분 날짜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또한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서만 기소된 
경우와 2023년 7월 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 해당 기록은 2024년 7월 1일까지 
제한적 자동 말소 대상이 됩니다. 
형사사법정보 시스템(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에서는 기록이 
말소되지만, 법원에서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법원 기록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말소를 요청하려면 어떤 양식이 
필요한가요? 
호의적 처분

말소 청원서(면죄, 기각, 판결 전 
보호관찰, 불기소사면, 소송 종결 
기재(STET), 형사법상 책임 없음 

또는 소년법원으로 이전), 양식  
CC-DC-CR-072A. 

3년 미만의 호의적 처분
말소 청원서 면죄, 기각, 무죄, 
또는 불기소사면(처분 후 3년 
이상 경과), 양식  

CC-DC-CR-072C.
유죄 처분

말소 청원서(유죄 처분), 양식 
CC-DC-CR-072B.

사건 심리가 진행된 법원에 
해당하는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양식을 제출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주 지방 검사 사무실에 기록 
말소 요청 사실을 알립니다. 
주 지방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사는 비공개로 요청서를 검토한 후 
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 지방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심리 일정을 정합니다. 심리 후에 판사는 
말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개 기록에 있는 다른 법원 파일은 
어떻게 삭제하나요?

청소년 범죄 기록
청소년 범죄 기록을 어떻게 말소할 수 
있나요? 브로슈어를 참조하십시오.

화해 명령 또는 보호 명령 사건
화해 명령과 보호 명령은 민사 사건입니다. 
동일 사건에 형사 사건과 화해 명령 또는 
보호 명령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해 
명령 및 보호 명령은 공개 조회에서 삭제될 
수 있지만, 삭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화해 
명령 또는 보호 명령 사건에서 본인에 
관한 정보 조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브로슈어를 참조하십시오.

기록 조회 차단
법원에 일부 경범죄 형사 사건 기록을 
공개 조회 대상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기록 조회의 차단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특정 형사 
기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나요? 브로슈어를 참조하십시오.

민사 사건
민사 사건 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려면(또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 
혹은 목격자인 경우) 일반인이 법원 
사건에서 나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브로슈어를 
참조하십시오.

브로셔 보기 및 주문:  
mdcourts.gov/accesstojustice/

publications

법원에서 말소한 정보에 대해 
누군가에게 알려야 합니까?
메릴랜드 고용주와 교육 기관은 고용 
또는 가입 조건으로 귀하에 관하여 
말소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주 면허, 허가 또는 
기타 등록을 신청할 때 말소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메릴랜드 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특정 상황에서는 말소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범죄 기록을 어떻게 말소할 수 
있나요?
말소하고자 하는 각 사건에 대해 서면 
기록말소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기록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귀하의 
사건이 기록말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사건 기록을 
수집하고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일부 
사건은 서면 요청 없이도 법원에서 
자동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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