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V-290 K
캘리포니아 주 상급법원，카운티

법원용

거리 주소:

참고용

우편 주소:
시 및 우편번호:
지원 이름:

제출하지 마시오

미성년자 이름:
심리 일시: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보호자 정보 양식

현재 미성년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 입양 의사를 밝힌 양부모, 지역사회 보호 시설, 또는 가정 위탁 보호 기관에 대한 통지문:
귀하는 법원에 서면 정보를 제출할 수 있고 사후 심사 심리 및 영구 심리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선택 양식을 사용하여
법원에 서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타자하거나 잉크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정자로 기재한 후에 원본과 사본 팔(이
부를 심리일로부터 최소한 오(引 역일(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칠(기 역일) 전에 법원서기실로 제출하십시오.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이 양식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JV‑290‑INFO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1.

a. 미성년자 이름:
b. 미성년자 생년월일:

2.

c. 미성년자 연령:

보호자 정보 (보호자인 경우에만 답변하십시오. 항목 3쯘 건너뛰십시오.):
a. 보호자 이름:
b. 보호자의 유형:

위탁 가정 부모

친척

법적 보호자

비친척 확대 가족 구성원

입양 의사를 밝힌 양부모

기타 (자세히 기재):

c. 위의 미성년자는 본인의 집에서 다음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재):
3.

년

개월

기관 또는 시설 정보 (기관 또는 시설 인 경우에만 답변하십시오. 항목 2는 건너뛰십시오.):
a. 기관 또는 시설의 이름:
b. 주소:
c. 전화번호:
d. 시설의 유형:

가정 위탁 보호 기관

지역사회 보호 시설

기타 (자세히 기재):

e. 위의 미성년자는 당 기관/시설에 다음 기간 동안 배치되었습니다 (자세히 기재):
그리고 현재의 집에서 다음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재):
f. 양식 작성자의 이름:

년
년

개월.
개월

직위:

g. 이 양식 의 작성 자가 미 성 년 자와 보내는 주 당 시 간 (자세히 기재):

시간/주

h. 이 양식에 기재된 정보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4.

5.

(1)

이 양식을 제출하는 사람의 관찰과 추천

(2)

아래의 개인들로 구성된 그룹 또는 팀의 관찰과 추천 (자세히 기재):

미성년자의 의료/치과/일반적인 신체 및 정신 건강의 현재 상태
a.

마지막 법원 심리 이후 새로운 정보나 추가 정보가 없습니다.

b.

마지막 법원 심리 이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보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의사 이름을포함시키지 마십시오.):

미성년자 교육의 현재 상태
a.

마지막 법원 심리 이후 새로운 정보나 추가 정보가 없습니다.

b.

마지막 법원 심리 이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보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학교 이름을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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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정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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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290 K
兒童姓名：

사건 번호

참고용
6.

7.

8.

9.

제출하지 마시오

미성년자의 특수교육 상태
a.

미성년자는 특수교육 학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교육 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을 작성한 날짜:

b.

미성년자는 특수교육 학생이 아닙니다.

c.

본인은 미성년자의 특수교육 상태에 대해 모릅니다.

미성년자가 거주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현재 상태
a.

마지막 법원 심리 이후 새로운 정보나 추가 정보가 없습니다.

b.

마지막 법원 심리 이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보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사회적 기술과 동료 관계에 대한 현재 상태
a.

마지막 법원 심리 이후 새로운 정보나 추가 정보가 없습니다.

b.

마지막 법원 심리 이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보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특별 관심 분야와 활동에 대한 현재 상태
a.

마지막 법원 심리 이후 새로운 정보나 추가 정보가 없습니다.

b.

마지막 법원 심리 이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보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10. 기타 도움이 되는 정보
a.

마지막 법원 심리 이후 새로운 정보나 추가 정보가 없습니다.

b.

마지막 법원 심리 이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보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11. 처리 (열괴) 에 대한 추천
a.

본인은 처리 (결과) 에 대한 추천사항이 없습니다.

b.

본인은 처리 (결과)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12.

이 양식의 항목들에 응답하기 위해 공간이 더 필요하면 이 박스에 표시하고 페이지를 추가로 첨부하십시오.
첨부한 페이지 수:
고지

귀하가 자녀, 자녀의 부모 또는 자녀의 법적 보호자가 아닌 경우, 청소년 법원이 내린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매
우 제한된 상황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청소년 사건 파일의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on Requesting Access to Records for Persons With a Limited Right to Appeal (더 자세한 정보는 항소권이 제한된 사람의 기
록 접근 요청에 관한 정보)(양식 JV-291- INFO)를 참조하십시오. 양식 JV-291-INFO은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 또는 온라인으로
www.courts.ca.gov/forms.htm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날짜:



(이름을 타자하거나 정자로 기재）

JV-290 K [Rev. September 1, 2020]

제출하지 마시오

(보호자 또는 이 양식을 작성한 시설/기관 직원의 서명)

보호자 정보 양식

2페이지 중 2페이지

영어 버전만 온라인 입력 가능.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양식을 인쇄한 후, 이 양식 지우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양식 인쇄

이 양식 저장

이 양식 지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