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에서 타인이 귀하를 대변하게 될 경우 반드시 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콜로라도주
행정법원청
1525 Sherman Street, Denver, Colorado 80203

{상소인 이름 }
상소인,
법원 전용

대
사건 번호:

{사건 번호 }

{피상소인 이름 }
피상소인.

비변호사 승인
상소 과정에 보호 대상 건강 정보에 대한 사용 및 공개용

*** 청문회에서 타인이 귀하를 대변하게 될 경우 반드시 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1996 년 제정된 건강보험 정보의 이전 및 그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귀하의 허가 없이 공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이
양식에 서명하는 경우, 귀하가 아래에 표시한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공유할 권한을
행정법원청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해당 정보가 행정법원청을 벗어나는 경우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는 것으로부터 해당 정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콜로라도주 보건 정책 및 재무지원부는 급여에 대한 처리, 지급 또는 등록을 귀하가 이 승인을
작성하는지 여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이 승인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 주소로 행정법원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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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에서 타인이 귀하를 대변하게 될 경우 반드시 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언제라도 귀하의 승인을 철회/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철회는 귀하의 보호 대상 건강 정보와
관련된 미래의 공개 또는 조치들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승인이 유효한 기간 동안 이미
취해진 조치나 이루어진 공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인,

은
(상소인)

콜로라도 보건 정책 및 재무지원부(HCPF), 상소 사무소는 물론 행정법원청(OAC)이 콜로라도
의료지원 프로그램에서 서비스 또는 등록에 대한 본인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부에 의해
수집된 본인의 보호 대상 건강 정보 및 기타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본인의 정보는 다음 인원 또는 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청(OAC)은 위에 나와 있는 인원(들)과만 귀하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본인의 정보는 제 상소를 촉진하고 보조하기 위해서만 공유되거나, 공개되거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승인은 상소 과정의 종결 시에 만료됩니다.
본인은 비변호사가 청문회에서 저를 대표하도록 할 것이며 그가 이 사건과 관련된 통보,
명령 및 기타 다른 문서들의 사본을 받도록 인가합니다.

상소인 서명:

날짜:
(부모/법적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상소인 생년월일:

메디케이드 ID #

**상소인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입증하는 법률 문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후견인 확인서(Letters of Guardianship) 또는 일반 위임장( General Powers of Attorney)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료 위임장(Medical Power of Attorney)은 위 상고인의 서명
없이는 청문회에서 비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제목의 사건에서 상소인을 위한 비변호사 대표자로서 활동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
사건과 관련된 통지, 명령 및 기타 문서들을 받겠습니다.
대표자의 서명:
이름

날짜:
중간이름

성

접미명

회사:
주소

2

도시
이메일

주

우편번호

전화

관계
Rev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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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행정법원청
1525 Sherman Street, Denver, Colorado 80203

{상소인 이름 }
상소인



법원 전용



대
사건 번호:

{사건 번호 }

{피상소인 이름 }
피상소인

청문회 고지
상소인의 요청에 따라, 행정법원청(OAC)의 행정법 판사(ALJ) 앞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당사자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날짜, 시간 및 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담당 카운티 부서에서 열리는 전화 청문회의 경우:

당사자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장소에 참여하고, 행정법 판사(ALJ)는 행정법원청에서 전화로 청문회를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당사자가 전화로 출석하는 청문회의 경우: 당사자들은 청문회 날짜 전에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303-866-5626 번으로 행정법원청에 전화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대면 청문회의 경우:

대면: 당사자들은 아래 나와 있는 장소에서 행정법

판사(ALJ) 앞에 출석해야 합니다:

화상 회의의 경우: 화상 회의: 당사자들은 아래와 나와 있는 장소에 참석하며, 행정법
판사(ALJ)는 비디오를 통해 출석합니다.}
청문회 날짜: {청문회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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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시간: {청문회 시작 시간 }
청문회 장소: {상소인이 출석해야 하는 주소 또는 청문회를 위한 전화 번호를
남기라는 지침 }
당사자들은 예정된 청문회에 앞서 행정법원청(OAC)에 서면 요청을 제출함으로써
청문회 날짜, 시간 또는 장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대상 프로그램 }
정부기관(피항소인) 대상 통지:

귀 기관은 본 사건의 사실 사항, 해당 기관의

의사 결정에 대한 사유, 해당 결정을 뒷받침하는 주무부서 규칙을 진술하는 서신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서신과 함께 귀하의 의사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귀하가

의존하려고 하는 모든 증거 서류들을 첨부하고 불리한 조치에 대한 통지서를
포함하십시오. 본 증거 꾸러미의 사본을 항소인과 행정법 판사(ALJ)에게 청문회 10 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행정법원청의 주소는 1525 Sherman Street, 4th Floor,
Denver, CO 80203 입니다.
청문회에 앞서, 행정법 판사에 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상소 대상이 되는 조치
통지서의 완전한 사본을 제공해 주십시오. 조치 통지서의 사본이 제공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 이익의 중단 또는 감소는 섹션 25.5-4-207(1)(d.5)(I), C.R.S.에 따라
행정법 판사에 의해 따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항소자에 대한 통지 (Si no entiende esta noticia, llame por telefono al
departamento del condado): 예정된 날짜나 시간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기를 행정법원청에 요청해야 합니다. (303) 866-5626 번으로 전화하거나
(303) 866-5909 번으로 팩스를 보내거나 1525 Sherman Street, 4th Floor, Denver, CO
80203 로 우편을 보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ALJ)가 귀하의 청문회 연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청문회가 연기되지 않고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상고는 기각됩니다. 만일 청문회 전에 상소를 철회하고 싶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행정법 판사( ALJ)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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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행정법

판사가

귀하가

상소하는

조치

통지서가

법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급여의 지급 중단이나 감소는 그것을 근거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가 법적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충분한 통지에 대한 변호를
포기하고 본안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행정법
판사에게 법적으로 불충분한 통지의 기초로 상소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의 지급 거부 또는 감소에 대한 근거가 후속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의
담당 부서에서는 미래에 법적으로 충분한 통지서를 발행하여 급여의 회복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섹션 25.5-4-207(1)(d.5)(I), C.R.S.
귀하는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A.

귀하는 스스로를 대변하거나 변호사 또는 친척, 친구 또는 다른 대변인에

의해 대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 의한 대변을 원하지만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빈곤자들을 위한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서비스 목록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B.

귀하는 기밀 정보를 제외하고는 청문회 전 합리적인 시간에 기관의 사건

파일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관의 파일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위에 나와 있는 피항소인)에게 연락하여 예약해야 합니다.
C. 귀하는 청문회 전과 청문회 진행 중에 청문회에서 해당 기관에 의해 사용될
모든 증거 서류들을 검토할 권리도 있습니다. 기관은 청문회에 앞서 모든 증거서류들을
무료로 귀하에게 제공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D. 귀하는 증인과 증거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 서류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청문회 전에 해당 기관과 행정법
판사(ALJ)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행정법 판사(ALJ)의 사본은 행정법원청에 우편,
팩스 또는 인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E. 귀하는 청문회에서 기관에 의해 제시된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사건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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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절차를 요약하는 안내장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행정법원청 웹사이트 http://www.colorado.gov/dpa/oac 에 있는 청문회
및 소송사건 절차(Hearings & Docketing – Procedures) 페이지에 접속한 후 비변호사
가이드(Non-Lawyers’ Guide) 및 일반 절차(General Procedures) 링크로 이동하십시오.
귀하는 또한 귀하의 사건에 적용 가능한 해당 기관의 규칙에 대한 링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송달 증명서
본인은 위 청문회 통지서(NOTICE OF HEARING)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전자 우편,
배달원 집배 또는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미국 선불 우편함에 넣어 아래에 나와 있는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상소인을 대표하는 자의 이름, 주소 및 이메일 주소}
{피상소인을 대표하는 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주 보건 정책 및 재무지원 부서를 대표하는 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날짜: {송달일 }
/s/ {통지서 송달 직원명}
법원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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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급여 지급과 관련된 정보
지속적 급여 지급에 대한 규칙들은 각각의 공적 급여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 기관/카운티 담당 부서는 해당 기관에서 귀하의 급여를 중단하거나
감소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날 이전에 당 행정법원청에서 귀하의 상소를 접수하는 경우
급여 지급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날짜는 상소할 수 있는 기한 전이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보조를 위한 계속적인 급여지급은 인증 기간의 종료 후에는
이용할 수 없고, 해당 급여에 대한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급여지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관이 지속적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귀하가 여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경우에는 당 행정법원청에 계속적 급여 지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급여 지급에 대한 귀하의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기관의 누구와
이야기했고 해당 요청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단될 것이라고 귀하에게 알리는 귀하가 받은
통지서의 사본도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서 없이는 해당 행정법원청에서 지속적
급여 지급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행정법 판사(“ALJ”)가 귀하의 요청을 살펴보고, 아래에
나와 있듯이 지속적 급여 지급 규칙에 의거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명령을 발행하게 됩니다:
•

“성인 재무” 급여(Colorado Works, TANF, OAP, AND 등) 규칙들은
http://bit.ly/1tJsHNB의 섹션 3.830.24 E., 9 CCR 2503에 있습니다.

•

식품 보조 규칙은 http://bit.ly/Zh6rmg의 4.802.2, 10 CCR 2506-1에 위치해
있습니다.

•

메디케이드(Medicaid) 규칙은 http://bit.ly/1p9PEtf.의 섹션 8.057.5, 10 CCR 250510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칙들은 http://www.sos.state.co.us/CCR/Welcome.do. 에 있는 콜로라도 주무장관
웹사이트에서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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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절차 요약
청문회가 직접 대면 청문회인 경우, 당사자들은 예정된 청문회 시간 최소 15 분 전에
행정법원청 4 층에 있는 청문회장 접수계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귀하는 지정된
청문회실로 안내 받게 됩니다.
청문회가 전화 청문회인 경우, 당사자들은 예정된 청문회 시간 최소 15 분 전에 청문회
통지서에 나와 있는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전화 청문회를 거부하고 대면 청문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회 날짜 전에 귀하의 요청을 행정법 판사(“ALJ”)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른 당사자에게 귀하의 요청에 대한 사본을 송부하십시오.
청문회가 전화로 이루어지고행정법 판사(ALJ)가 귀하의 모든 문서들을 조사해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들의 사본을 청문회 전에 우편으로 보내고, 사본 한 부는
상대방에게 보내십시오. 귀하는 청문회 후에 귀하가 필요로 하게 될 모든 문서들에
대해 원본이 아닌 판독할 수 있는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증거로서 인정된
문서들은 전체 상소 과정 동안 사건 파일 안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증인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청문회실 밖에 목격자를
대기시켜 주시고, 전화로 증인의 증언을 제시하고 싶은 경우에는 청문회 날짜 이전에
이 요청에 대해 행정법 판사(ALJ)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귀하의 요청에 대한
사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발송하십시오.
행정법 판사(ALJ)는 한 당사자, 보통 카운티 또는 주 부서에게 증거를 먼저 제시하도록
요청합니다. 해당 당사자는 증인을 부르고 해당 당사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순서로
증거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 당사자가 해당 행정법 판사(ALJ) 및 상대방에게
이전에 제공되지 않았던 증거 서류를 행정법 판사(ALJ)에게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청문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면, 상대방이 증거를
제시하도록 초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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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당사자들 포함)들은 행정법 판사(ALJ)에 의해 선서하도록 요구됩니다.

많은

경우에, 당사자들이 유일한 증인일 수 있습니다. 증인은 해당 증인을 부른 당사자에
의해 먼저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의해 교차 심문을 받게 됩니다.

교차

심문은 해당 증인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차 심문자는 진술을 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법 판사(ALJ)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당

행정법원청

웹사이트

http://www.colorado.gov/dpa/oac 에 있는 청문회 및 소송사건 절차(Hearings and
Docketing – Procedures) 페이지에 접속한 후, 비변호사 가이드(Non-Lawyers’ Guide)
및 일반 절차(General Procedures) 링크로 이동하십시오.

귀하는 귀하의 사건에

적용가능한 기관 규칙에 대한 링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청의 우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525 Sherman Street, 4th Floor, Denver,
CO 80203. 전화번호는 (303) 866-2000 번이고 팩스 번호는 (303) 866-590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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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서비스
(1)

콜로라도 법률서비스사무소

콜로라도 법률서비스 센터, 본사
1905 Sherman Street, 4th Floor, Denver, CO 80203
전화: (303) 837-1313

www.coloradolegalservices.org

(Adams, Arapahoe, Broomfield, Denver, Douglas, Elbert, Jefferson; Clear, Creek, Gilpin 의 경우에는 수석 사무관)
Alamosa (Alamosa, Conejos, Costilla, Mineral, Rio

Boulder (Boulder)

Grande, Saguache)

315 W. South Boulder Rd., Suite 205, Louisville

417 State Ave., Alamosa 81101

80027

전화: 719.589.4993

전화: 303.449.7575

팩스: 719.589.2282

팩스: 303.447.3167

Colorado Springs (El Paso, Lincoln, Teller; Chaffee,

Durango (Archuleta, Dolores, Hinsdale, La Plata,

Custer, Fremont, Park)

Montezuma, Ouray, San Juan, San Miguel)

617 S Nevada Ave., CO Springs 80903

1474 Main Ave., Suite 200, Durango 81301

전화: 719.471.0380

전화: 1.888.298.8483

팩스: 719.471.1412

팩스: 970.385.8515

Fort Collins (Larimer, Logan, Phillips, Sedgwick)

Frisco (Pitkin, Summit; Clear Creek and Gilpin

211 West Magnolia Street, Ft. Collins 80521

seniors call Denver office)

전화: 970.493.2891

602 Galena St., Frisco 80443

팩스: 970.484.8605

전화: 1.800.521.6968

팩스: 970.668.9642

Grand Junction (Delta, Garfield, Mesa, Montrose)

Greeley (Morgan, Washington, Weld, Yuma)

200 N 6th St., Suite 203, Grand Junct’n 81501

주소: 800 8th Ave., #202, Greeley 80631

전화: 970.243.7817

전화: 970.353.7554

Fax:970.243.7814

팩스: 970.353.7557

Gunnison (Gunnison)

Hayden (Grand, Jackson, Moffat, Rio Blanco,

Gunnison County Courthouse

Routt)

200 E. Virginia Ave. Gunnison 81230

150 W. Jackson Ave, #2A Hayden 81639

전화: 1.800.521.6968

전화: 1.800.521.6968

팩스: 970.276.2185

팩스: 970.641.3023 (call before sending)
La Junta (Baca, Bent, Cheyenne, Crowley,

Leadville (Eagle, Lake)

Huerfano, Kiowa, Kit Carson, Las Animas, Otero,

주소: Lake County Courthouse

Prowers)

505 Harrison Ave. Leadville 80461

207 1/2 Colorado Avenue, La Junta 81050

전화: 1.800.521.6968
팩스: 719.486.3238 (call before sending)
10

전화: 1.888.805.5152

팩스: 719.384.8676

Salida (Chaffee, Custer, Fremont, Park)
주소: 1604 H St., Ste. 201 Salida 81201

Pueblo (Pueblo; Custer, Fremont shared with

전화: 719.539.4251

other offices.)

팩스: 719.539.2735

1000 W 6th St., Pueblo 81003
Migrant Farmworker Division

전화: 719.545.6708

팩스: 719.545.0961

1905 Sherman Street, Denver 80203
전화: 1.800.864.4330

팩스: 303.830.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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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변호사협회 후원 프로보노 프로그램

Alpine Legal Services, Inc. (Garfield)

NW CO Legal Services (Summit County, Clear Creek County,

P.O. Box 1890

Pitkin County)

Glenwood Springs, CO 81602

P.O. Box 2694

전화: (970) 945-8858

Frisco, CO 80443

팩스: (970) 945-7785

www.alpinelegalservices.com

전화: (970) 668-9612 or 800-521-6968 팩스: (970) 668-9642

Boulder County Legal Services (Boulder)
315 Valmont Ave. Ste. 205

NW CO Legal Services (Lake County, Eagle County)

Louisville, CO 80027

P.O. Box 1904

전화: (303) 449-7575

팩스: (303) 447-3167

Leadville, CO 80461

Colorado Lawyers Committee

전화: (719) 486-3238

1700 Lincoln Street, Suite 4100

The Sadler Law Firm

Denver, CO 80203

(will consider pro-bono administrative hearings)

전화: (303) 866-0274

팩스: (303) 866-0200

www.ColoradoLawyersCommittee.org

팩스: (719) 486-2493

8400 E. Prentice Street, Ste. 1500
Greenwood Village, CO 80111
전화: (303) 731-4233
www.derrydalesadler.com

El Paso County Bar Pro Bono at Colorado
(Chaffee, Custer, El Paso, Fremont, Park, Teller)

Juan)
1474 Main Avenue #200

617 S. Nevada
Colorado Springs, CO 80903
전화: (719) 471-0380

Southwest Bar Volunteer Legal Aid (Archuleta, La Plata, San

팩스: (719) 471-1412

Durango, CO 81301
전화: (970) 247-0266 or 888-298-8483

팩스: (970) 385-

8515
Justice and Mercy Legal Aid Clinic
2330 W. Mulberry Pl., Ste. 103
Denver, CO 80204
전화: (303) 839-5198 ex. 6
www.jamlac.org

Uncompahgre Volunteer Legal Aid (Delta, Hinsdale,
Montrose,
Ouray, San Miguel)
307 Main #2
Montrose, CO 81401

Mesa County Pro Bono Project, Inc. (Mesa)

전화: (970) 249-7202

200 N. 6th Street, Ste. 203

화/목만 엽니다

Grand Junction, CO 81501
Weld County Legal Services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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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970) 243-7940

P.O. Box 1283

조직 Email: probono@colegalserv.org

Greeley, CO 80632
전화: (970) 310-8387

Metro Volunteer Lawyers (Adams, Arapahoe,

팩스: (970) 336-7245

Multicultural Resolution, L.L.C.

Denver, Douglas, Elbert, Jefferson)

4845 Pearl East Circle, Suite 101

1905 Sherman Street, #400

Boulder, CO 80301

Denver, CO 80203

전화: 720-317-4022

전화: (303) 830-8210

팩스: (303) 830-7860

NE CO Legal Services Pro Bono Program
(Logan)
350 Hagen Street
Sterling, CO 80751
전화: 970-522-6391

팩스: 970-522-6391

수신 전화: 970-522-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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