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에 무료로 참여하도록 항소법원에 신청하는 방법
누가 항소에 무료로 참여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항소의 일부로 항소법원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은 법원에 무료로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미성년 자녀 또는 무능력 성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유의 사항: 이 양식은 항소에 대한 기록을
준비하기 위해 재판 법정 또는 법정 속기사에게
지불되지 않은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본인이 법원 수수료를 지불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y

판사는 귀하에게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on
l

귀하가 공공 복지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양식들을
제출할 때 소득 및 비용 정보를 증명하는 문서를 가져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를 제출할 때마다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at

항소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에 신청하려면
어떤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까?

io
n

항소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항소법원 서기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 313은
항소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50의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규칙 313은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30의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귀하가 공공 복지 급여(보충 보장 소득, 맹인 및
장애인 보조금, 빈곤 가정 임시 보조금, 주정부 자녀
및 가정 보조금, 푸드스탬프, 일반 보조금, 또는
과도기 보조금)를 받는 경우에는 양식들을 제출할 때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발급하는 자격 및 복지
급여 내역서의 최신 증명서를 가져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2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or

m

o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서(항소법원)(Application for
Waiver of Court Fees (Appellate Court))는 항소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소득과
비용 정보를 법원에 제공합니다.

ri

nf

o 법원 수수료 면제 명령(항소법원)(Order for Waiver
of Court Fees (Appellate Court))은 귀하의 신청서가
승인 또는 거부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사용합니다. 이 명령의 상반부를 작성하여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첨부하십시오.

Fo

필요한 양식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o 양식들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illinoiscourts.gov/Forms/approved/.
o 또한 귀하는 항소법원 서기에게 사본 1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o 귀하가 첫 문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할 때, 귀하는
작성된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항소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항소법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2주 정도
걸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니요. 항소법원이 한 번 법원 수수료 면제 명령을
승인하면, 항소하는 동안 다른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항소법원에 다른 소송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법원 수수료 면제 명령을
작성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단계 – 귀하가 작성한 양식을 항소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o 귀하는 항소에 대한 심리를 할 항소법원에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항소는 귀하의 사건을
판결할 재판 법정이 위치한 항소법원 지구에서
심리됩니다. 다음의 대화형 지도를 보고 귀하가
항소를 어느 항소법원에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www.illinoiscourts.gov/AppellateCourt/DistrictMap.asp
o 귀하가 항소할 항소법원의 주소는 귀하가 받은 법원
서류에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주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illinoiscourts.gov/AppellateCourt/ClerksDefault.asp
o 작성한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서의 사본을 본인이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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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귀하의 양식들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항소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o 또한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건
진술서, 신청 또는 소송 사건 적요서 같은, 귀하가
제출할 예정인 다른 양식들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항소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들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illinoiscourts.gov/Forms/approved/
o 직접 제출하는 방법



y



귀하가 항소를 제기한 지구에 있는 항소법원으로
가십시오.
항소법원 서기에게 원본 양식과 사본들을
제출하여 스탬프를 받으십시오.
항소법원 서기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되돌려줍니다.

on
l





귀하의 원본 양식과 사본 1부를 귀하가 항소를
제기한 지구에 있는 항소법원의 서기에게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2단계 – 결정을 기다리십시오.

at

o 항소법원은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항소법원에 지불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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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

m

o 항소법원은 귀하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귀하가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원에 갈 필요가 있는 경우,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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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법원은 수수료에 대한 결정을 한 후에 법원 수수료 면제
명령을 작성합니다. 법원 수수료 면제 명령은 귀하가
법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항소법원은
귀하에게 이 명령의 사본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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