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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후견인 (Public Guardian) 

공공 후견인 (Public Guardian)이란? 
공공 후견인은 독립된 법적 담당관으로서 능력 장애 성인 및 아동 보호 
시스템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이 문서에서는 의사결정 능력 장애 성인을 보호하는 공공 후견인의 
역할에 관해 다룰 것입니다. 

의사 결정 능력이란? 
법률에 따르면 18 세 이상인 사람이 아래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그 결정 이후에 
발생할 일에 대해 주지함 

 어떤 사안에 관해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림 

 어떤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결정에 대해 의사소통함 

가끔 18 세가 넘는 사람이 장애, 뇌손상 혹은 기타 이유로 의사 결정 
능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사람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어디에 살 것인지 어떤 의료를 받아야 할지 혹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지 등 개인적인 사안에 관한 결정일 때, 후견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하는 일은? 
후견인은 퀸즈랜드 민사행정 재판소 (QCAT)에서 지명한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등 민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 
QCAT 는 공공 후견인이 그 사람의 후견인이 되도록 지명할 것입니다. 
다른 아무도 없을 경우 공공 신탁 관리인이 지명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당사자인 것처럼 결정을 내립니다. 후견인은 당사자의 문화적 
배경과 종교적 신념 그리고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람, 장소 및 사물을 
고려합니다.  

학대, 방치 및 착취 진술 조사 
공공 후견인은 또한 능력 장애 성인이 학대, 방치 혹은 착취를 당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공 후견인은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미래의 의사 결정을 어떻게 지금 계획할 수 있는가? 
18 세 이상이고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장래에 자신이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 할 경우 자신에 대해 좋은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법적 
문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들 문서는 지속적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및 사전 의료 지침서 (Advance Health Directive)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연락처 
공공 후견인 사무소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전화: 3234 0870 

이메일: 
Adult@publicguardian.qld.gov.au 

웹: www.publicguardian.qld.gov.au 

본 기관에 연락하여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한국어로 원하시면 
통번역서비스 (TIS)에 13 14 50 으로 
연락하셔서 공공 후견인 연결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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