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및 미성년자 후견에 대한 메릴랜드 사법부의
공지문
메릴랜드 사법부에서는 COVID-19로 인한 비상사태에서는 취약한 어른 혹은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의 운영 제한으로 인해 현재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 공지문은 그러한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긴급 후견인권
순회 법원에서는 장애인 혹은 미성년자의 건강의 즉각적 위험, 안전, 복지를 포함한 사안
및 Code, Estates & Trusts Art., § 13-709하의 긴급 보호 서비스 신청 등을 포함하여 긴급
후견인권에 대한 내용을 심리합니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직접 심리 혹은
전자 기기를 통한 원격 심리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속 처리가 필요한 후견 문제
순회 법원에서는 긴급하지는 않지만, 신속 처리가 필요한 문제 또한 검토합니다. 이는
의료와 관련된 신속 심리 요청과 함께 제출된 장애인인 당사자의 후견인 신청서를
포함합니다(Md. Rule 10-201(f)).
법원에서는 각 장애인의 현재 상황과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발생할 위험, 다른
관련된 사실을 조사합니다. 사건 심리 시기를 정할 때, 법원에서는 당사자를 돕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 기관 및 선임
조사자의 능력을 고려합니다. 또한, 응급 시기에 피후견인의 정당한 법적 절차에 접근하고
이를 보호하도록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대리인의 능력을 조사합니다.
법원 선임 후견인
다음의 명령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연간 보고서와 결산서를 제때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혹은 결산서 제출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귀하를 선임한 법원에
연락하여 연장 요청을 하십시오. 후견인 선임 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수행하려면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성인인 피후견인의 생명에 대해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 행위에 동의하는 것 혹은 다른 등급의 시설로 피후견인을 이동시키는
것(요양 치료소에서 요양소로의 이동 등)을 포함합니다.

주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법원에 통지하십시오.. 장애인 혹은 미성년자의 건강 혹은 생활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법원에 연락하십시오. 또한, 건강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통지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링크]에서 당사자 및 재산을 위한 법원 선임 후견인에 대한 메릴랜드 사법부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https://mdcourts.gov/sites/default/files/import/coronavirus/guidanceforcourtappointedguardiansco
vid19ko.pdf
메릴랜드 셀프 헬프 센터
후견법에 대해 변호사와 이야기하려면 오전 8:30분 - 오후 4:30분 사이에 410-2601392번으로 전화하거나 오전 8:30분 - 오후 8시 사이에 에서 채팅으로
연락하십시오.mdcourts.gov/selfhelp/mcsh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