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기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서
(항소법원)

ly

중요 사항: 이 "시작하기" 안내서와 설명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 안내서는 항소법원에서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법원 수수료 면제 명령 양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양식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io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서(항소법원)(Application for Waiver of
Court Fees (Appellate Court))
법원 수수료 면제 명령(항소법원)(Order for Waiver of Court
Fees (Appellate Court))

n



양식들의 이름:

on

양식들을 작성하고 항소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법원 사건에 무료로 참여하도록
항소법원에 신청하는 방법(How to Ask the Appellate Court to Participate in a Court Case for Free)
설명지와 양식들에 기재된 설명을 읽어보십시오.

항소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합니다. 귀하가
이전에 순회법원 수수료 면제를 받은 경우, 이러한 면제는
항소법원에 지불되지 않은 수수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양식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

항소법원에 제기된 모든 사건

m

이 양식은 항소에 대한 기록을 준비하기 위해 순회법원 또는 법정
속기사에게 지불되지 않은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or

이 양식들을 사용할 수 없는
사건의 종류:

at

이 양식들의 목적:

귀하는 다음의 사람에 대한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입과 지출
정보, 그리고 소유물(부동산 포함)의 가치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귀하
 귀하와 함께 살고 귀하가 부양하는 사람들
 귀하가 이 양식을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 성인을 대신해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공공 복지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양식들을 제출할 때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발급하는 자격 및 복지 급여
내역서의 최신 증명서를 가져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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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들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정보 또는 문서:

이 양식들에 적용되는 법률:

귀하가 공공 복지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양식들을 제출할
때 소득 및 비용 정보를 증명하는 문서를 가져 가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들에게 적용되는 주 전체 규칙은 없으나, 각 항소법원은
적절한 상황에서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승인합니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승인한 양식들을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십시오: http://www.illinoiscourts.gov/Forms/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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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linoiscourts.gov/Forms/appro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 양식(들)과 함께 제공되는 항소에 대한 무료 참여를
항소법원에 요청하는 방법 설명지를 읽어보십시오. 또한 귀하가
소송 사건을 제기하는 항소법원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적절한 항소법원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illinoiscourts.gov/AppellateCourt/ClerksDefault.asp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http://illinoiscourts.gov/CivilJustice/LanguageAccess/Guide_for_Appeals
_to_the_Illinois_Appellate_Court_rev_093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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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과 설명지를 찾아볼 수
있는 곳: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승인한 양식들을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십시오: http://www.illinoiscourts.gov/Forms/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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