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법원
절차의  
이해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존중을 받을 권리

• 귀하의 사례와 귀하의 자녀에 대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 
권리

• 문화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귀하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권리

귀하는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공유 계획 회의에 참여할 의무

• 귀하의 자녀를 방문할 의무

• 전화번호와 주소의 변경 시 귀하의 사례관리자에게 알릴 의무

• 안전한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설명할 의무

귀하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자녀를 위한 계획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 귀하의 사례관리자와 소통하고 귀하의 사례 계획에 참여합니다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사례관리자는 귀하 자녀를 가정 외부에서 
보호하도록 만든 확인된 안전 위협을 귀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사례관리자는 귀하와 함께 귀하께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고 서비스를 통해 안전 위협과 
리스크를 줄이거나 제거하는데 집중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보호신청 (Dependency Petition)이란 
무엇입니까?
보호신청은 자녀가 학대나 방치 또는 유기를 
당했으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부모가 
없음을 법원에 알리는 법적 문서입니다. 보호신청은 
법원에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주(State)가 
자녀를 임시 법적 양육하도록 합니다. 자녀는 안전 
위협을 안전하게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귀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소득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면 법원에서 
귀하의 변호사를 선임할 것입니다.

자원 GAL/GAL
판사가 자원 GAL (소송 후견인) 또는 GAL (소송 후견인)
을 지정하여 귀하의 자녀를 변호하도록 합니다. 자원 
GAL 또는 GAL은 심의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아동(12
세 미만)을 위한 최선, 아동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판사에게 보고합니다. 자원 GAL 또는 GAL은 모든 
법원 결정에서 항상 귀하의 자녀를 고려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요 연락처
사례관리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Office of Assigned Counsel(지정 변호사실):

Office of Public Defense(국선 변호사실) 
전화: 360-586-3164 
이메일: opd@opd.wa.gov
www.opd.wa.gov/index.php/program/ 
parents-representation

자원 GAL/GAL 이름 및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Office of the Family and Children’s Ombuds(가족 
아동 옴부즈만실)은 아동이나 아동 보호 또는 아동 
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부모에 대한 기관의 조치  
또는 미조치에 대한 불만을 조사합니다. 
무료 전화: 1-800-571-7321 
전화: (206) 439-3870 
www.ofco.wa.gov

아동 학대/방치 신고
전화 1-866-ENDHARM (1-866-363-4276) 
담당 지역 사무실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24 시간 
연중무휴 핫라인. 
www.dcyf.wa.gov/safety/report-abuse

또한 DCYF Office of Constituent Relations(DCYF 
주민관계실)  1-800-723-4831로 전화하여 정식 불만제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dcyf.wa.gov/contact-us/constituent-relations

이 문서의 사본을 다른 형식 또는 언어로 원하시는 경우, 
DCYF Constituent Relations  
(1-800-723-4831 | 360-902-8060, ConstRelations@dcyf.wa.gov)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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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둘 사항
법원 절차 중 어떤 단계에서든지 판사는 귀하의 자녀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필요한 변화를 만들 수 없다면 귀하는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DCYF는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고 자녀와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귀하께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소년법원 절차 일정 – 귀하의 법원 심의회에 대하여 귀하의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CPS 위탁 자녀를 보호관리 
상태로 배치

보호소 관리 
심의회

(명시된 법원 심의회를 
마친 후 귀하의 자녀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보호소 관리 
심의회 계속

(일부 법원의 경우)

진상 확인 심의회
(보호 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75일 이내)

처분심의회
(보호 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초 보호 검토 
심의회

영구 계획 심의회 보호 검토 심의회
(6 개월마다 진행)

절차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최대 72시간 30일 90일 6개월 12개월 18개월

CPS는 자녀의 학대나 
방치에 관련된 
위탁을 받습니다. 
이 위탁은 조사나 
가족 평가 응답 
또는 차단을 위한 
평가와 선별을 
거칩니다.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귀하의 자녀는 
법원이나 집행기관에 
의해 귀하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됩니다.

아동은 보호를 위해 
이동되며 친척 또는 
위탁가정에서 가정 
외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집에서 아동을 
이동시킨 후 72
시간 이내에 보호소 
관리 심의회가 
실시됩니다.

이 심의회에서 
귀하는 법원에 
변호사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귀하 자녀의 
가정 외 보호를 
유지할 것인지, 
안전하게 귀하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귀하는 자녀를 
위탁가정이 아닌 
친척과 함께 
지내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관리 
상태를 유지하면 
사례관리자가 정기 
방문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법원은 다시 귀하의 
자녀에 대해 가정 
외 보호를 유지할 
것인지, 귀하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법원은 귀하의 가족 
시간 방문 계획과 
귀하 자녀의 생활 
장소를 검토합니다.

귀하가 계속 보호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보호 
신청에서 아동 안전 
위협에 관한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받습니다. 
법원은 주에서 
귀하의 자녀를 
보호하도록 하거나 
귀하의 자녀를 
귀하의 보호 하에 
돌아가도록 하고 
보호를 기각할 수 
있거나 법원의 감독 
하에 가정 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보호 결정을 받으면 
법원은 귀하에게 
가정 내 안전 위협을 
줄이도록 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명령합니다. 법원은 
또한 이 심의회에서 
배정 또는 방문 
사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법원은 귀하의 
서비스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귀하께서 자녀에게 
안전한 집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추가 서비스가 
있는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의 자녀가 법원 
감독 하에 가정 내 
보호 조치를 받으며 
집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의 
자녀를 위한 상시 
계획을 결정하며,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를 
위한 동시 계획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귀하의 서비스 
참여를 검토하고 
귀하께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 (일부의 
경우) 주에서 귀하의 
양육권을 종료할 
것을 신청하도록 
명령합니다. 

양육권 종료 신청이 
제출되면 재판을 
개시하며 귀하의 
변호사와 주 검사가 
귀하의 사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판사는 귀하의 
양육권 종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유 계획 회의
모든 DCYF 공유 계획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는 안전 위협을 
제거하고 자녀를 위한 상시 목표를 정하며 귀하의 자녀 방문 계획을 마련하는 
가족 사례 계획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참여할 회의의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회의 유형에는 가족 팀 결정(Family 
Team Decision Making, FTDM) 및 상시 계획이 포함됩니다. 이 회의들은 귀하의 견해를 
제시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제시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부모, 자녀, 형제 방문
최초 가족 시간 방문 계획은 첫 가족 팀 결정(Family Team Decision Making, FTDM) 회의에서 
개발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정기 가족 시간 방문은 자녀가 귀하와 떨어져 생활하는 
동안 귀하와 자녀가 유대감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시간 방문 
계획은 방문 장소와 빈도, 방문 시간을 명시합니다. 다른 세부 사항으로는 가족 시간 
방문에 참여하는 사람과 감독의 수준이 포함됩니다. 가족 시간 방문 계획은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월간 가족 시간 방문 시 귀하의 사례관리자와 가족 시간 방문 
계획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귀하의 자녀를 방문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귀하의 
사례관리자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