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410 K 장애인 편의시설 요청서 비밀 유지
서기는 접수 후 여기에 날짜 스탬프를 찍습니다.

정보 제공 전용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법원 이름 및 주소:

사건 번호(알고 있는 경우):

사건 이름/유형(알고 있는 경우):

장애가 있고 법원에 있는 동안 편의시설이 필요한 경우 이 양식을 
이용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양식 MC-410-INFO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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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410 Disability Accommodation 
Request CONFIDENTIAL

Clerk receives and date stamps here.

Court Name and Address:

Case Number (if you know it):

Case Name/Type (if you know it):

If you have a disability and need an accommodation while 
you are at court, you can use this form to make your 
request. For more information, see form                        .  
 
 
                                         

Make this request at least 5 days (when the court 
is open) before you need the accommodation.

1 Your information
Name:
Address:

Phone:

Email:

2 How are you involved in the case?
Juror Party Witness Lawyer
Other (explain):

3 When and where do you need the accommodation? [date(s), time(s), and court  
location]

4 What accommodation do you need at the court?

5 Why do you need this accommodation to assist you in court?

More information on this request is attached.
Date:

Type or print name Signature

(Optional) If a court employee, caregiver or other person helped fill out this form and is 
willing to provide more information if needed, provide contact information below:  

Email:Name: Phone:
www.courts.ca.gov

MC-410-INFO

이 요청은 편의시설이 필요한 때로부터 최소 5일 전에
(법원이 업무 중일 때) 하십시오.

1 귀하의 정보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2 귀하는 사건에 어떻게 관여합니까?
 � 배심원  � 당사자  � 증인  � 변호사
 � 기타(자세히 기재하십시오):

3 편의시설은 언제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날짜(들), 시간(들) 및 법원 위치] 

4 법원에서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합니까? 

5 이 편의시설은 법원에서 귀하에게 어떤 도움을 줍니까? 

 � 이 요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날짜: 

 
이름을 입력하거나 정자로 기재할 것 서명
(선택 사항) 법원 직원, 돌봄 인력 또는 그 외 사람이 이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아래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이름:   이메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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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urts.ca.gov/documents/mc410info.pdf


이름:
사건 번호(알고 있는 경우):

 법원은 아래 내용을 작성합니다 

(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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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Case Number (if you know it):

Court fills out below
   
  Important! If your case is delayed or dismissed after you make this 
  request and you do not need the accommodation for the date you   
  specified under 3, please contact the court at: 
 

(Optional)

Phone: Email:

 Your request is GRANTED. The court will provide the accommodation(s) requested.

 Your request is DENIED IN WHOLE OR IN PART. The denied portion of your      
 reques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
Creates an undue financial or administrative burden for the court.
Changes the basic nature of the court's service, program, or activity.

Explain the reasons supporting the box(es) checked above:

Instead, the court will provide the following accommodation(s):

 The court will provide the accommodation(s):
For the date(s) and time(s) requested Indefinitely
On date(s):

More information on this decision is attached.

Date:

Type or print name Signature 

The court responded in person, by phone, or mail/email on:

Note: You may be able to ask for a review of this decision.  
                                                                             explains how to do this.

For your protection and privacy, please press the Clear 
This Form button after you have printed the form. Print this form Save this form Clear this form

Cal. Rules of Court, rule 1.100

Cal. Rules of Court, rule 1.100(g)

중요 사항! 이 요청을 한 후 사건이 지연되거나 기각되고 항목 3에서 지정한 날짜에 
편의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법원에 연락하십시오.

전화:   이메일: 

 �귀하의 요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요청된 편의시설(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의 요청이 전부 또는 일부 거부되었습니다. 귀하의 요청 중 거부된 부분:

 �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규칙 1.100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법원에 과도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 법원의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기본 성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선택한 확인란(들)을 뒷받침하는 이유 설명: 

 � 그 대신 법원은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편의사항(들)을 제공합니다:
 � 요청한 날짜(들)와 시간(들)에 대해  � 무기한
 � 날짜(들): 

 � 이 결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날짜: 

 
이름을 입력하거나 정자로 기재할 것 서명
법원은 다음과 같이 직접, 또는 전화나 우편/이메일을 통해 응답했습니다: 

참고: 귀하는 이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al. 법원 규칙, 규칙 1.100(g) 에서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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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버전만 온라인 입력 가능.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양식을 인쇄한 후, 이 양식 지우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양식인쇄 이 양식저장
영어 버전만 온라인 입력 가능.

이 양식지우기

https://www.courts.ca.gov/cms/rules/index.cfm?title=one&linkid=rule1_100
https://www.courts.ca.gov/cms/rules/index.cfm?title=one&linkid=rule1_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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