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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1. (이름):  는(은)             

(미성년자 이름):   (생년월일): 
의 지정된 후견인으로 상속법 제2351(a), 2352 및 2353 조에 의거하여, 2번에 명시된 제한 또는 조건에 따라, 본 미성년자의 보호, 

양육, 통제, 교육, 주거 및 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과 이를 제공할 의무를 보유합니다. 

2. 주어진 다른 권한 또는 부과된 조건 (구체적으로 명시): 

첨부 2(Attachment 2)에 계속 

확약서 

3. 본인은 법으로 요구되는 본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본인은 소년 
법원에서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려면(Becoming a Child's Guardian in Juvenile Court: 양식 JV-350-INFO)의 사본을 받았고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명 (날짜):   (장소):  , 캘리포니아.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지정된 후견인 서명) 

 

법원 서기가, 법원 날인을 찍어, 다음과 같이 발행함: 
(날인) 

날짜:  

서기, 이름  , 보 

통지문 

위에 명명된 소년 법원이 본 후견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이외로의 해당 미성년자의 거주지 이동, 방문권 명령 

변경, 또는 후임 후견인 지정 등을 포함한, 후견 변경 또는 종결에 대한 모든 요청은 반드시 법원 명령 변경 요청(Request to Change 
Court Order: 양식 JV-180)을 이용하여 소년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http://www.court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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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이름:  

 

사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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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후견인에 대한   

중요한 통지문 

후견 확인서(Letters of Guardianship)라고 명명된 본 양식은 귀하가 해당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본 후견 확인서는 후견이 종결되거나 새로운 후견 확인서가 발행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후견은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미성년자가 18세가 될 때 종결됩니다: 

해당 미성년자가 사망함; 해당 미성년자가 입양됨; 해당 미성년자가 결혼, 군 현역 입대, 또는 해방 선언을 

받아 해방됨; 또는 법원이 후견 종결을 명령함. 

학교 관계자, 의료 관계자 및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에 귀하의 후견인 지정 및 권한을 증명하려면, 귀하는 본 

양식의 인증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 양식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귀하가 본 양식을 분실할 

경우, 귀하는 소년 법원 서기에게 새로운 인증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는 새로운 인증 사본 발행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서 

본인은 본 양식이 법원에 제출된 원래 양식의 올바른 사본이며, 1페이지에 명시된 사람에게 발행된 본 후견 확인서가 수정, 폐지, 

취소 또는 파기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완전한 효력을 유지함을 증명합니다. 

(날인) 날짜: 

서기, 이름  , 보 

 


	확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