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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RCUIT ORPHANS’ COURT OF MARYLAND 

FOR  

_________________, 

City/County 

메릴랜드 순회 고아법원, 관할지: 시/카운티 

Located 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ase No. _____________________ 

Court Address 

위치:    법원 주소      사건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of Petitioner on Original Court Order 

당초 법원명령에서의 청구인 성명 

vs 

대 Name of Respondent on Original Court 

Order 

당초 법원명령에서의 피청구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주소 
Home: 

집: 
 Home: 

집: 
Work: 

직장: 
 Work: 

직장: 
City, State, Zip 

도시, 주, 우편 

번호 

Telephone Number(s) 

전화번호 
City, State, Zip 

도시, 주, 우편 

번호 

Telephone 

Number(s) 

전화번호 

PETITION TO 

청구 
MODIFY 

수정 
RESCIND 

해지 
EXTEND EXTREME 

RISK PROTECTIVE 

ORDER 

극심한 위험성에 대한 

보호명령 연장 

(Public Safety § 5-606) 

(공공안전법 § 5-606) 

I, __________________am the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위 제목 사건에서 
petitioner respondent 

청구인 피청구인 
in the above entitled case. 

입니다.  

millert
Text Box
Sample for Reference Purposes Only.  Forms have bilingual format for your convenience, but must be completed and filed with the court in English.  참조용으로�만 사용하는 샘플.  서식들은 편의를 위해 이중 언어 포맷을 사용하나,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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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sk the court to: 

저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modify the Extreme Protective Order in this case dated _____________ as follows: 

____________________ 일자의 이 사건에서 극심한 위험성에 대한 보호명령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y reasons are: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scind the Extreme Risk Protective Order in this case dat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의 이 사건에서 극심한 위험성에 대한 보호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My reasons are: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tend the Extreme Risk Protective Order up to six (6) months for good cause. 

극심한 위험성에 대한 보호명령을 정당한 이유로 최대 6 개월 연장해 주십시오. 

My reasons are: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Signature 

날짜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inted Name 

성명 (정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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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SERVICE 

송달증명서 

 

I hereby certify that on the __________ day of ____________, ________, I mailed a copy of this 

Month  Year 

petition to: 

본인은, ________년 ______월 __________ 일 이 청구서 사본을 다음 사람에게 우편으로 

발송했음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and Address 

성명 및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Signature 

날짜      서명 

 

ORDER REGARDING PETITION TO MODIFY, RESCIND, OR EXTEND EXTREME 

RISK PROTECTIVE ORDER 

극심한 위험성에 대한 보호명령의 수정, 해제, 또는 연장 청구에 대한 명령 

 

After consideration of the petition, and after the respondent and all affected persons are notified, 

it is this _______day of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 ORDERED that: 

Month   Year 

청구를 고려하여, 또한, 피청구인 및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지를 한 후, 

________   ________    _________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연도  월  일 

 

this matter be scheduled for a modification hearing. 

이 사안에 대해 수정 심리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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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atter be scheduled for a hearing to rescind. 

이 사안에 대해 해제 심리를 정한다. 

 

this matter be scheduled for a hearing to extend within 30 days from the filing of this 

petition. If the hearing date must be schedul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original Extreme 

Risk Protective Order, the original terms are to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until the 

hearing for this petition is held.  

이 사안에 대해 이 청구 제기일로부터 30 일 이내 연장 심리를 정한다. 심리일이 

당초의 극심한 위험성에 대한 보호명령의 만료 후로 예정될 경우, 당초의 조건은 

전부 계속 유효하며, 이 청구에 대한 심리가 열릴 때까지 효력이 지속됩니다. 

 

the petition is denied because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절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Date     Judge    ID Number 

일자     판사    ID 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