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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한
법적 권한 이란
우리는 특히 “개인 보호”와 (“protecting the person”) 관련하여 후견인 및 기타 형태의 법적 권한의 필요성
과 가치에 대해 질문을 받습니다. 무엇이 적절한지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후견인과 유사한 조치는 단순히
서류상 법적 권한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후견인과 유사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일
을 하는 것을 막거나 한 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의 존중 및 지원 받은 의사 결정 (Dignity of Risk and Supported Decision Making)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모두가 삶에서 가지고있는 “결정의 존중”에 (“Dignity of Risk”) 대해 이야기하는 운동
이 성장했습니다. 개념은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 데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나쁜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것을 통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세무사나 의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간
단한 용어로 중요한 정보을 설명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
이 가장 큰 실수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워 왔습니다. 장애인은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결과와 다음 번에 진
행할 방법에 대해 지원 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선호를
표현합니다. 개인 중심 (person centered) 팀의 지원과 함께 이러한 선호 사항을 사용(고려)하여 교육적인 결
정을 내리는 것을 "지원받은 의사 결정" (“supported decision making“)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팀원들이 장애인이 이해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
다. 대신 의사 결정 능력과 선호 사항에 대한 독립적 표현을 증진시킵니다.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이미 실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원되는 의사 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http://supporteddecisionmaking.org/ 에
서 동영상을 (webinar) 볼 수 있습니다.
후견인 및 법원에서 지정해준 후견인 (Guardianship and conservatorship)
후견인 또는 법원에서 지정해준 후견인은 다른 사람의 대리 결정권자가 되도록 법원에서 임명하는 법적인 법원
명령 관계입니다. 이것은 인권이 가장 제한되는 형태입니다. 후견인은 계약 및 의료 결정을 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해준 후견인은 재정 문제를 관리합니다. 둘 다 또는 둘 중 하나의 제한을 둘 수 있으며 동일한 사람이 두 역
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또는 기타 법적 권한을 알아보는 경우 법적으로 서명하고 동의하는 것
이 무엇이든 장애인은 참여 여부와 결정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모두 갖는 후견인에 (full guardianship) 대한 대안
권리가 제한된 후견인 (limited guardianship): 법원은 개인 생활의 특정 영역에 대한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을
제한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의료 및 건강 관리 결정). 법원은 투표, 결혼 및 운전 등과 관련된 권리를
서면 명령을 통해 개인에 대한 특정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 위임장 (medical power of attorney): 대리인에게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본인을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이를 통해 대리인은 치료, 처방, 요양원 준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
릴 수 있습니다.
영구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 영구 위임장은 미래에 개인이 정신적으로 무력화 되더라도 지정
된 사람이 대리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특수 교육 위임장 (special power of attorney): 이 문서는 임명된 의사 결정자가 IEP 및 기타 학교 문서에
참여 / 동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립 초등학교 및 중고등 학교에서만 유효하며 대학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doe.virginia.gov/special_ed/regulations/state/
transfer_rights_students_disabilities.pdf

임시 후견인 (temporary guardianship): 특정 이유로 제한된 기간 동안 임시 후견인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
다. 예: 개인을 거주지로 옮기는 것을 돕기 위해; 의학적 결정 등을 내리기 위해.
법원에서 지정해준 후견인의 대안
법원에서 지정해준 후견인의 제한된 자격 (limited conservatorship): 법원은 법원에서 지정해준 후견인의 권
한을 개인 생활의 특정 영역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 신탁 설립 또는 자산 관리등 중
요한 일. 법원에서 지정해준 후견인의 제한된 자격도 제한된 기간 동안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Special Needs Trust: 개인의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이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를 (다른 사람, 변호사,
조직 또는 금융 기관) 설립 하는 신탁입니다.
재정 위임장 ( nancial power of attorney):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대리인 역할을 할 사람을 지명합니다.
대표 수취인 (representative payee): 대리인이 사회 보장국에 신청하고, 그 사람을 사회 보장국이 수취인으
로 지정합니다. 이 수취인은 개인의 정부 혜택을 관리하고 개인의 생활비와 일상 비용을 지불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해준 임시 후견인 직 (temporary conservatorship): 특정 이유로 제한된 기간 동안 법원에서
지정해준 임시 후견인으로 임명됩니다 예: 개인의 자산을 다른 에이전트로 이동할때, 자산 관리가 필요할 때,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사고 팔 때, 상속 등 관한 재정적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법적 권한 획득
• 지원받은 의사 결정에는 비용이나 법원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
공하고 도움을 주는 팀은 중요한 지침 원칙을 가지고 장애인을 이해 시켜야 합니다.
• 후견인 및 법원에서 지정해준 후견인은 (개인의 권리를 모두 갖는, 제한 및 임시) 모두 법원 절차를 거칩니
다. 후견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하십시오. 변호사는 결정을 하는 능력이 저하된 것에 관련된 진
단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법원은 변호사와 협력하여 GAL (Guardian ad Litem)을 임명합니다.
GAL은 후견인으로 신청한 사람과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 제안된 합의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 진행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변호사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후견인
이 되고 싶은 사람은 법정 임명을 위해 민사 법원 판사 앞에 출석합니다. 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몇 달이 걸리며 비용은 약 $3000-$4000 입니다. 분할
지불 계획 또는 비용 할인을 요청할 수 있지만 둘 중 어느 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위임장은 (POA)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온라인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공증은 지역 은행이
나 다른 공증인이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최소 또는 무료입니다. 무료 POA에 대한 정보는 https://
powerofattorney.com/virginia/ 를 방문하십시오. www.legalzoom.com 과 같은 사이트에서 저렴한 비
용으로 POA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대표 수취인은 사회 보장국에 지원하면 됩니다. 이를 위한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빠르고 무료입니다.
• Special Needs Trusts는 비영리 단체 (예: Arc of Northern Virginia), 변호사 또는 은행과 설립할 수 있
습니다. 신탁을 설정하는데 수수료가 있습니다. Arc of Northern Virginia에서는 수수료가 $1050 입니다.
설립한후 신탁을 관리하는데 수수료가 부과되며 보통 신탁 계정의 가치에 비해 작은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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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user/VideosatTheArcofNoVA 를 방문하여 이 주제를 다루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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