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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가 18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18번째 생일을 맞고 난 후, 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법적 보호자가 

아닙니다. 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인 모든 사람은 법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능력이란 의료, 금융 및 기타 생활의 중요한 영역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의료에서 법적 능력은 치료에 대한 고지에 입각한 동의(사전 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됩니다. 고지에 입각한 동의(사전 동의)는 치료와 관련되는 모든 

이익과 위험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고지에 입각한 동의

(사전 동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부모는 자녀의 18번째 생일이 지난 

후 보호자 지정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성인 자녀가 치료를 받을 때 

그들을 돕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지정이 무엇입니까?

보호자 지정은 법원에서 부모나 신뢰받는 성인에게 법적으로 보호자 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보호자 지정은 스스로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 결정을 내릴 법적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18세가 되면 법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료에서, 법적 
능력이란 고지에 입각한 동의(사전 동의)를 제공할 능력 또는 제공받기로 동의한 

치료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자녀가 18세가 되고 부모가 생각하기에 자녀가 여전히 의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부모 또는 다른 신뢰받는 성인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의 법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의사 또는 심리학자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법적 보호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뉴욕주에서는 18세 이상인 합법적 미국 시민권자는 보호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는 주로 미성년자의 부모이지만 친척 또는 

신뢰받는 성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보호자가 될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되는 절차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자 지정

보호자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

 + 법원에 보호자가 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아이의 의료 결정 능력에 관해 아이가 유면허 의사 및 유면허 심리상담가의 

평가를 받게 합니다.

아이가 의료 결정에 대한 고지에 입각한 동의(사전 동의)를 할 능력이 없다고 

결정되면, 법적 보호자를 선정할 심리가 열립니다.

보호자 지정의 특별한 유형

일시적 보호자 지정은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응급한 상황에서 

허락됩니다. 일시적 보호자 지정은 즉시 인정이 될 수 있으며 뉴욕주에서 지속 

기간은 최대 60일입니다. 

대기 보호자 지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미성년자의 일시적 보호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몸이 아프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아래의 뉴욕주 법원 전자소송 제출 (New York State Courts Electronic Filing, 
NYSCEF)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www.nycourts.gov/courthelp//Guardianship/basics.shtml

용어 해설

고지에 입각한 동의(사전 동의): 제공받는 서비스의 위험과 이익을 완전히 

이해하고 부여하는 허락. 

무능력한 성인: 18세 이상인 자로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 

발달 장애: 개인이 고지에 입각한 동의(사전 동의)를 제공할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는 어린시절에 발생하여 학습, 언어, 행동 및/또는 신체 

발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아이, 무능력한 성인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의 교육, 금융 및 

의학적 치료에 관해 결정을 내릴 능력을 가진 18세 이상인 자.

보호자 지정: 아이, 무능력한 성인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의 교육, 금융 

및 의학적 치료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이 한 개인에게 인정하는 

권리. 

보호자 지정 신청: 미성년자, 무능력한 성인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의 

보호자가 되는 데 필요한 서류. 

의료 대리인: 개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을 대신해 의료 

결정을 내리도록 선택하는 사람.

피보호자: 보호자가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 미성년자,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무능력한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