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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 

신청 방법

지방법원 판사보는 귀하가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귀하는 최종 
자격 증명을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귀하가 최종 자격 증명을 받으면, 

모든 질문은 국선 변호인 사무실로 

문의해야 합니다. 

재판 날짜에 귀하를 대리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귀하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사항

국선 변호인 신청 방법 웹사이트:
mdcourts.gov/district/pdinfo

메릴랜드 주 사법부 및 지방 법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mdcourts.gov

메릴랜드 주 지방법원의 임무는 법정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정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안내서는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
안내서는 예정이나 예고 없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복제하려면 메릴랜드 주 지방법원
서기장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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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에게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 (CINA) 사건.
• 청소년 사건.
• 항소 법원 사건.
• 특별 항소 법원 사건.

아래의 지방/카운티의 국선 변호인 사무실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opd.state.md.us
또는 

무료 전화 1-877-430-5187

지방법원 판사보에게 
신청하는 경우

지방 법원 판사보는 귀하가 구금형을 
수반하는 지방 법원 또는 순회 법원 형사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귀하는 지방 법원 판사보와 인터뷰를 하고 
다음 웹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양식, 양식 
DC-099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mdcourts.gov/district/forms/general/dc099.pdf.  
귀하는 소득, 지출, 그리고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DC-099 변호 신청서를 미리 작성한 경우 동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1. 법원 기소 문서/교통 티켓. (법원에서 
귀하에게 발부한 기소 내역서/모든 문서.)
2. 법원에서 발송한 재판 날짜 통지.  
(재판 날짜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귀하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 급여 증명서, 
급여 명세서, 또는 가장 최근의 두(2) 급여 
기간 동안의 기타 소득 증명서.
4. 귀하가 실업자인 경우: 공적 부조, 의료 
지원, 사회 보장 또는 생활 보조금 (SSI), 
또는 현재 받고 있는 지원 증명.

지방 법원 판사보 근무처에서 
신청하는 방법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dcourts.gov/
district/pdinfo.html 

판사보 근무처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dcourts.gov/district/directories/commissionermap

근무처 정보는 1-833-453-9799로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자격 상태 확인
지방 법원 판사보는 귀하의 자격 상태를 우편 
및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경우)로 
통지할 것입니다. 귀하의 신청 상태에 관해 
지방 법원 판사보에게 연락하기 전에 최소 일
(1) 주일을 기다리십시오.

귀하가 출두하는 법원이 
있는 카운티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 법원 판사보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