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개 정보 페이지 – 2022 년 4 월 4 일 개정 

 

2022 년 4 월 4 일, 메릴랜드 법원은 정상 업무를 재개합니다.  

 

원격 소송 절차.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하여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소송 절차의 경우 가능한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법원이 가능한 원격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의 심리가 

원격으로 진행되는 경우, 지침이 우편으로 도착하거나 법원 서기가 전화로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원격 방식 심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법원에 전화하십시오.  

 

귀하는 법원에 대면 심리를 원격 심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격 심리를 

요청하려면 이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판사.  보건 비상 사태 기간에 메릴랜드 재판 법원에서 복무하도록 교차 지정된 모든 현직 

판사(유언 검인 법원 판사 제외)는 관련 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사안을 심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배심원 재판 및 재판 마감일 

 

배심원 재판.   이전에 긴급 상황으로 중단된 배심원 재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일정이 조정될 

것입니다. 형사 배심 재판 및 기타 긴급한 소송 사건에 우선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피고에게 대한 배심 재판 제의 마감일이 연장되었습니다. 메릴랜드 주 법원에서 형사 사건을 

심리해야 할 시기에 관한 메릴랜드 법 또는 법원 규칙에 의해 설정된 마감일은 이전에 

이연되었거나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COVID-19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해 피고에게 배심원 재판을 

제의할 수 없었던 날들은 형사 배심원 재판의 시작까지 남은 시간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배심원 재판이 2022 년 3 월 7 일에 재개됨에 따라, 순회 법원이 상태 심리를 실시하고 

배심원 재판 일정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마감일이 추가로 30 일 연장되었습니다. 

 

법원 소송 및 공소 시효 마감일 

 

형사 사건 예비 심리 마감일이 연장되었습니다. 2021 년 12 월 29 일부터 2022 년 3 월 6 일까지 

계류 중이거나 시작된 모든 형사사건의 경우 메릴랜드 규칙 4-221(b)에 따라 지방 법원에서 예비 

심리를 실시할 수 있는 마감일을 2022 년 4 월 15 일까지 연장합니다. 

 

새로운 사안의 개시 마감일이 연장되었습니다. 공소 시효를 포함하여 새로운 사안을 주 법원에 

제기해야 할 시기에 관한 메릴랜드 법 또는 법원 규칙에 의해 정해진 마감일은 법원이 폐쇄된 

일수만큼 2020 년 3 월 16 일부터 이연 또는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COVID-19 보건 비상 사태(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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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 – 7 월 20 일)로 인해 법원 서기실이 폐쇄되었던 일수는 해당 사안의 개시를 위해 남은 시간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법원 서기실은 2020 년 7 월 20 일에 일반에 재개방되었으며 

사안의 개시를 위한 제출 마감일이 추가로 15 일 연장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