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1.
30일 이하 자녀 보호자* 지정
부모가 작성

본인(신청자 성명)은(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자녀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자녀 성명)의 부모로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호자 이름)을(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호자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의 보호자 겸 정기 및 응급 치료
동의를 포함하여 교육과 의료 보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이 지정에 따라 보호자는
아래 날짜부터 시작하여 (1~30)
__________일 동안 전적인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부모가 결정할 경우 이

기간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체포되는 즉시
누구에게든
연락이 먼저입니다!

구치소 또는 교도
소에 수감되는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한
계획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별로 양식을 따로 작성하십시오.
보호자는 이 양식을 교육 및 의료 보건 기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의료 보건 기관은
이 양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지정
변호사와 자녀에 대한
계획을 상의하세요

즉시 조치를 취하고 누구에게든 연락하세요!
지금 바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세요. 즉시 자녀를 돌봐줄 사람과 장기적으로 돌봐줄
사람을 따로 지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보호자를 지정하세요.
홀로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자녀의 다른 쪽 부모나 친지에게 자녀를 돌봐줄 것을 요청하고 서면으로 문서를
작성하십시오. 해당 문서를 통해 자녀 대신 교육 및 의학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안내지에 첨부된 2가지 양식을 사용하여 임시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양식은 각각 기간과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항상 자녀별로 양식을 따로 작성하십시오. 보호자는 작성된 양식을 자녀의 교육 및
의료 보건 기관에 제시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서는 양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양식 1. 30일 이하 자녀 보호자 지정
• 즉시 이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간단하게 작성하고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양식 2. 12개월 이하 자녀 보호자 지정
• 30일 지정이 끝나기 전에 최대한 신속히 이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이 양식은 본인과 보호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함께 공증받거나 별도로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공증하는 경우 부모가 먼저 공증받아야 합니다.
• 이 지정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녀별로 새 양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십시오.

변호사와 자녀에 대한 계획을 상의하세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양육권 또는 후견인 신청 제출
자녀의 다른 쪽 부모나 그 외에 적합한 사람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이 가정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귀하는 심리에서 양육권 변경이나 후견인 임명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이 되는 경우
귀하는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한 사람에게 자녀를 돌보고 대신하여 의사
결정을 할 책임이 부여됩니다. 귀하와 자녀를 위한 방문 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방문 명령 수정
자녀의 다른 쪽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고 귀하가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의 다른
쪽 부모가 가정 법원에 양육권 명령을 수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에서 양육권 변경에 동의하면
자녀의 다른 쪽 부모에게 자녀를 돌보고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할 책임이 부여됩니다. 또한, 자격이 되는 경우
귀하는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자녀를 위한 방문 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위탁 보호 신청
자녀의 다른 쪽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고 자녀를 돌볼 만한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 211(대부분 카운티에서
제공)으로 연락하거나 지역 카운티 사회복지부(뉴욕시 아동복지부(ACS))의 예방적 서비스부(preventive services department)에 직접 문의하여 위탁 보호를 신청하십시오. 해당 부서에서 동의할 경우 자녀의 임시 위탁
보호를 요청한다는 자발적 위탁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귀하와 자녀를 위한 방문 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 2. 12개월 이하 자녀 보호자 지정

LIFT

부모가 작성(자녀별로 별도 작성)
본인(신청자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자녀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생)의 부모로서
(보호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를) 보호자 겸 정기 및 응급 치료를 포함
하여 교육과 의료 보건에 대한 결정을 자녀 대신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이로써 보호자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시작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부터 (종료 날짜)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까지 본인 자녀의 교육 및 의학적 결정에 전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보호자의 전화번호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입니다. 보호자의 주소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입니다. 구속될 당시 자택 주소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였습니다. 본인은 (교도
소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수감될 예정이며 직접 전화 연락이 불가합니다. 부서
식별 번호 또는 구류 및 사건 번호는 (본인 번호 기재 또는 모를 경우 빈칸으로 둘 것)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입니다. 이러한 지정을 가로막는 법원 명령은 없습니다.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

공증인이 작성
뉴욕주
카운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s.:
20_______년 _______월 _________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가 직접 찾아와 문서에서 설명하고
서명한 사람임을 알리고 문서를 적절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증인

본인(보호자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이 아동에 대해 지정된 보호자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맡는 데 동의합니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

공증인이 작성
뉴욕주
카운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s.:
20_______년 _______월 _________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가 직접 찾아와 문서에서 설명하고
서명한 사람임을 알리고 문서를 적절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증인

웹사이트: www.LIFTonline.org
뉴욕주 핫라인: 212-343-1122(교도소에 수감된 부모의 수
신자부담 전화 허용)
웹 이메일: www.LIFThotline.org
서비스 범위:
• 가정 법원 및 가족법에 대한 법적 정보
• 사회 및 법률 서비스 소개
• 가족 법률 센터에서 집중적 법률 및 사회 복지 업
무 수락
• 다국어 법률 자료 가이드

뉴욕 수감자 법률 서비스:
가족 문제부(Family Matters Unit)
전화: 518-438-8046
주소: 41 State St, Suite M112
Albany, NY 12207
서비스 범위:
• 올버니, 브롱크스, 이리, 킹스, 나소, 뉴욕, 퀸즈 또는
리치몬드의 카운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된
(또는 자녀가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지
원을 제공합니다.
• 수감 기간에 가족과의 연락이 유지되도록 돕고 자
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지원합니다.

뉴욕주 친족 찾기(NYS Kinship Navigator)
웹사이트: www.nysnavigator.org
수신자부담 전화: 877-454-6463
이메일: navigator@nysnavigator.org
서비스 범위:
• 카운티별 지원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친족 전문가와 상담
• 법률 정보지 이용
• 기관 및 전문가 소개

오즈번 협회(Osborn Association)
웹사이트: www.osborneny.org
가족 리소스 센터(Family Resource Center): 800-344-3314
전화: 718-637-6560
이메일: info@osborneny.org
서비스 범위:
• 법정 변호, 약물 치료, 고용 및 가족 서비스
• 방문 지원 및 상담

여성 교도소 협회(Women’s Prison Association)
웹사이트: www.wpaonline.org
전화: 646-292-7740
서비스 범위:
• 여성과 관련된 사법 제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원

또한, 자녀의 보호자에게 이러한 자료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자녀를 위한 재정적 지원

보호자가 작성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 보호자에게 본인, 자녀 및 보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안내

자녀의 보호자는 귀하의 자녀를 돌보는 데 사용하기 위한 월간 현금 지원금을 제공하는 임시 지원(주로 아동 전용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소득이 아닌, 자녀의 소득과 리소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호자는 식료품 할인권, Medicaid, 보육 지원 또는 자녀를 위한 다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패키지가 필요할 경우 211(대부분 카운티에서 제공)으로 연락하거나 지역 사회복지부(뉴욕시 HRA)를
방문하십시오.

보호자 안내서
New York State Handbook for Relatives Raising Children, Having a Voice and a Choice에서는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설명합니다. 온라인 다운로드: https://ocfs.ny.gov/main/publications/Pub5080.pdf.

자녀를 위한 리소스
뉴욕주 아동가족실(OCFS)에서는 어른과 아이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https://ocfs.ny.gov/main/incarcerated_parents/default.asp.

이 안내서는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정 법원 또는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작성자: 뉴욕주 상임 아동 사법 전권 위원회(NYS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on Justice for Children)
웹사이트: www.nycourts.gov/justicefor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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