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할 수 있는 방안
성인에게 재정 문제나 법적 문제, 개인 신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용어
비공식적 해결책

지속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대리 동의서
(Representation
Agreement)

연금 수탁(Pension
Trusteeship)

근거

절차

대리 결정권자

부여 권한

해당인의 정신적 능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예
- 자동 이체 또는 납부
- 노후 생활 설계
- 지역 사회 지원
- 소득세 신고 대행소

있는 것으로 추정함.

위임장법(Power of
Attorney Act)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증인과 함께
문서에 서명

의사 능력이 있는 성인은 누구나
- 가족, 친구, 신탁 회사 및 예외적
상황에 한하여 공공 후견청(Public
Guardian and Trustee).

법정 대리인이 법적 결정이나 재정
결정을 주도할 수도 있음. 권한은
일반적이거나 구체적일 수 있음.
위임인이 무능력자가 되면 지속
조항에 따라 법정 대리인이 대행 가능.

있음(동법 제12조 참고).

대리 동의법
(Representation
Agreement Act)

성인이 개별 동의서 작성.

의사 능력이 있는 성인은 누구나
- 가족, 친구, 신탁 회사 및 제한된
상황에서 재정에 한하여 공공
후견청.

동의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해당
성인에게 의사 능력이 더는 없을 때,
대리인은 개인 신변 관리나 의료를
결정할 권한 또는 일상적인 재정
문제를 관리할 권한이 있을 수 있음.

제9조 동의 – 있음(동법 제10조
참고).

소정 형식으로 증인 서명.

제7조 동의 – 있는 것으로 추정
및 요인 참고(동법 제8조 참고).

연방 소득 안정
프로그램
(Federal Income
Security Programs,
ISP) – 표준 양식

의사 1인이 양식에 서명하고 신청인이 ISP
에 송부.

의사 능력이 있는 성인은 누구나 가족, 친구, 공공 후견청.

수탁자는 OAS/GIS/CPP로 지급되는
돈만 관리할 수 있음. 수탁자는 기타
수입이나 자산을 관리할 수 없음.

연방 지급금을 관리할 정신적
능력 없음.

의료 임시 대리
결정권자(Temporary
Substitute Decision
Maker, TSDM for
Health Care)

의료(동의) 요양 시설
(입소) 법
(Health Care
(Consent) & Care
Facility (Admission)
Act) – 제2부

의료 제공자(Health Care Provider, HCP)
가 동법에서 가까운 유자격 친척과 친지의
순위에 따라 선정. PGT는 제삼자에게
TSDM 권한을 부여하거나 최종 수단으로
PGT가 TSDM으로 대행 가능.

TSDM이 선정하거나 선정이
어려우면 PGT가 제삼자에게 결정
권한을 주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PGT가 결정할 수도 있음.

제안된 의료를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 일부 제한이 있음.

HCP가 판단한 특정 의료 결정을
할 정신적 능력이 없음.

시설 입소
대리 결정권자
(Substitute Decision
Maker(SDM) for
Facility Admission)

의료(동의) 요양 시설
(입소) 법 – 제3부

요양 시설 입소 담당 매니저가 동법에서
자격이 있는 가까운 친척과 친지의 순위에
따라 선정. PGT는 제삼자에게 SDM 권한을
부여하거나 최종 수단으로 SDM으로 대행
가능.

SDM은 매니저가 선정하거나
선정이 어려우면 PGT가 제삼자에게
결정 권한을 주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PGT가 결정할 수도 있음.

시설 입소나 잔류를 동의하거나 거부
또는 동의를 취소할 권한. 일부 제한이
있음. 평가자가 판단한 요양 시설
입소나 잔류를 결정할 정신적 능력이
없음.

평가자가 판단한 요양 시설
입소나 잔류를 결정할 정신적
능력이 없음.

지정 기관
(Designated Agency,
DA) – 법적 조사 의무

성인 후견법
(Adult Guardianship
Act), 제3부

지정 기관(DA)은 접수하거나 인지하게
된 성인 학대와 방임 신고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함.

해당 없음

DA는 이용 가능하고 적합한 지원 및
원조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DA는
자력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성인을
성인 후견법에 의한 법적 도구로
보호할 수 있음.

해당 성인이 학대를 받거나
방임되고 있으며 의사 결정
능력에 영향을 주는 제약이나
신체 장애, 상태 때문에 자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믿을
이유가 없는 한 있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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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근거

절차

대리 결정권자

부여 권한

해당인의 정신적 능력

법정 대리인, 대리인,
무능력자 후견인에
대한 PGT의 조사

공공 후견법
(Public Guardian
and Trustee Act),
제17, 18조

PGT 평가 및 조사 서비스(Assessment and
Investigation Services, AIS)에 의뢰 가능.

해당 없음

개인 정보 수집 권한. 적합하다면
‘무능력자 후견’도 신청 가능.

해당 성인에게 재정 관리 능력이
없다고 믿을 이유가 있음.

PGT의 보호 권한

재산 보호 – 공공
후견법(제19조)

PGT AIS에 의뢰 가능.

해당 없음

PGT는 해당 성인의 상황이 더
분명하지 않는 한 최대 30일간
(최대 120일까지 갱신 가능) 재산(예:
은행 계좌)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성인에게 정신적 능력이 없고
자력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믿을
이유가 있으면 조사에 나설 수 있음.

반드시 다음을 믿을 이유가
있어야 함.
•
해당 성인은 동법 제3부에
해당하는 성인으로 학대나
방임을 당하고 있고, 지원과
원조를 구할 수 없으며,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태가 있음
•
해당 성인의 재산이 위험에
처해 있고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함

지원 및 원조 법원
명령(BC 주 법원
명령)

성인 후견법, 제3부

지정 기관(DA)이 실행 지침에 따라 PGT
에 무능력 평가를 의뢰함. 해당 성인이
무능력자로 평가되면 DA는 법원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법원은 지원 및 원조 계획(Support
and Assistance Plan)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계획에는 ‘PGT 서비스’
또는 접근 금지 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법원은 지원 및 원조 계획에 명시한
일체의 모든 서비스(예: 요양 시설
입소, 접근 금지 명령)를 해당
성인에게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음.
명령은 최대 12개월간이며 최대 12
개월 더 갱신할 수 있음.

제공되는 지원과 원조를 거부할
정신적 능력이 없음.

무능력 확인서
무능력자 재정 관리
후견인(Committee of (Certificate of
Incapability)
Estate)
(성인 후견법 제2.1
부)

유자격 의료 제공자로부터 무능력 평가를
받는 대로 지정 의료 공단(Health Authority
Designate)이 무능력 확인서에 서명.

공공 후견청 단독.

공공 후견청이 해당 성인의 법적,
재정적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짐.

재정 및 법적 문제를 관리할
능력이 없음.

무능력자 재정 관리
법원 명령[환자
후견인(Committee of 재산법
Estate)(대법원 명령) (Patients Property
Act)]

의사 2인의 의견 및 법원 심리.

의사 능력이 있는 성인은 누구나 가족, 친구, 신탁 회사, 공공 후견청.

무능력자 후견인이 해당 성인의 재정
및 법적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공공 후견청에 설명할 책임이
있음.

재정 및 법적 문제를 관리할
능력이 없음.

무능력자 신변 관리
법원 명령
후견인(Committee of (환자 재산법)
Person)(대법원 명령)

의사 2인의 의견 및 법원 심리.

의사 능력이 있는 성인은 누구나
(가족 또는 친한 친구 권장).

무능력자 후견인이 개인 신변 관리,
의료, 억제, 시설 배치 등에 관한
결정을 함.

개인 신변 관리 결정 능력이
없음.

입원용 진단서 1매, 정신과 시설 수용용
확인서 2매.

지정 시설 책임자가 정신과 진단과
관련하여 치료와 수용을 담당함.

정신과 치료를 위한 비자발적 수용 –
시간 제한.

해당 없음

정신 병원 수용
(Mental Health
Committal)

정신 건강법
(Mental Health Act)
에 의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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