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및 재산을 위한 법원 선임 후견인에 대한 메릴랜드 

사법부 지침 
 

메릴랜드 사법부에서는 지금이 법원 선임 후견인들에게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 문서는 

COVID-19로 인한 비상사태에 피후견인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피후견인인 성인과 미성년자의 개인적, 경제적 안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법원 선임 

후견인은 피후견인과 법원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명령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당사자의 후견인에 대한 연간 보고서, 재고 자산, 수탁 

계정, 채권 증명을 제때 제출하십시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연장을 요청하십시오. 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수행하려면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생명에 대해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 행위에 동의하는 것 혹은 다른 등급의 시설로 장애인을 

이동시키는 것(요양 치료소에서 요양소로의 이동 등)을 포함합니다. 

 

 주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법원에 통지하십시오.. 피후견인의 건강 혹은 생활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법원에 연락하십시오.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통지하십시오. 후견인의 

자가격리, 질병, 피후견인 외의 사람을 돌봐야 하는 경우로 인해 피후견인을 돌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원에 통지하십시오.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찰하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피후견인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 

피후견인에 대한 돌봄 상태를 자주 관찰하십시오. 피후견인이 요양소, 생활 지원시설, 거주형 요양 

시설, 호스피스 시설에 거주한다면 팬데믹 상황에서는 피후견인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꾸준히 연락하십시오. 피후견인의 불안감 및 고립감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을 

방문할 수 없다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화상 채팅을 통해 주기적으로 연락하십시오. 시설 

관계자에게 연락일을 잡아달라고 하거나 피후견인을 돕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타인의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만약 symptoms of COVID-19이 있거나 유증상자 주변에 

있었다면, 피후견인 및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시설 관계자와 꾸준히 연락하십시오. 시설 관계자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피후견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도우미가 포함됩니다. 피후견인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전자 기기로 열람할 수 있는 기록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기밀로 유지하십시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꾸준히 알림을 받으십시오. 시설의 COVID-19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확인하십시오. 계획과 정책에 대한 문서를 요청하십시오. April 24, 2020 

Executive Order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특히 거주자들의 COVID-19 증상에 대해 매일 조사해야 

하며 거주자와 거주자의 대리인(후견인을 포함)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십시오. 

 

피후견인이 필요한 돌봄 혹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위험에 처한 경우, 학대를 받거나 

방치된 경우, 성인 보호 서비스 번호 1-800-332-6347로 연락하십시오. 피후견인이 요양소, 보드 

앤 케어 홈, 생활 지원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면, local Long-Term Care Ombudsman.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목록은 를 참고하십시오. 

https://aging.maryland.gov/Documents/OmbudsmanLocation.pdf. 

 

 

 법원은 귀하의 파트너입니다. 귀하의 책임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귀하를 선임한 법원에 

연락하십시오. COVID-19로 인한 비상사태로, 귀하의 의무 수행, 서비스 접근, 수당 신청, 계좌 신청 

서류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말고꼭  기록하여 법원에 어려움을 알리십시오. 

유용한 리소스: 

 관할 법원 찾기: https://www.mdcourts.gov/circuit 

 후견인 법원 양식: https://www.mdcourts.gov/family/guardianship-forms 

 메릴랜드 셀프 헬프 센터: 후견법에 대해 변호사와 이야기하려면 오전 8:30분 - 오후 4:30분 

사이에  410-260-1392번으로 전화하거나 오전 8:30분 - 오후 8시 사이에 에서 채팅으로 

연락하십시오.mdcourts.gov/selfhelp/mcshc. 

 COVID-19 리소스: 

o COVID-19에 대한 메릴랜드 사법부의 업데이트: www.mdcourts.gov/coronavirusupdate 

o 래리 호건(Larry Hogan) 주지사의 COVID-19 사이트: governor.maryland.gov/coronavirus/ 

o 메릴랜드 보건부 COVID-19 정보 포털: health.maryland.gov/pages/home.aspx 

o 질병 관리 및 예방 센터: www.cdc.gov  

 메릴랜드 액세스 포인트(MAP):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면 

marylandaccesspoint.info를 방문하거나 1-844-627-546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메릴랜드 2-1-1: 보건 및 지원 정보를 알아보려면 2-1-1번으로 전화하거나 를 

방문하십시오.https://211m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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