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이 없는 부모를 위한
사전 계획 수립
면책 조항: 본 자문은 The Legal Aid Society 이민법 부서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법적인
자문이 아니며 이민 전문가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이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며 향후 미국에서 강제 추방될(deported)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 귀하의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지금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 비상 연락처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비상 시 또는 귀하의 자녀가 병에 걸렸을 때 학교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 세 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귀하의 자녀
“블루 카드”에 그들을 추가하십시오.
 블루 카드, NYC DOE http://bit.ly/2p1GOXd
여권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이 서식을 사용하여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하십시오. 자녀가 18 세
미만일 경우, 다른 부모가 동의해야 하거나 귀하가 다른 부모의 허락을 받을 수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DS-11 서식, 미국 여권 신청서 http://bit.ly/2oUTa3A
 DS-3053 서식, 다른 부모 동의서 http://bit.ly/2nAUNmY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자녀의 여권 취득 방법에 관한 지침을 해당 국가 영사관에
요청하십시오.
여행 허가
미성년자 자녀가 홀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원할 경우 또는 미성년자 자녀의 해외
여행에 누군가가 동반하기를 원할 경우, 이 승인서에 서명하십시오(부모 모두 서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부모의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증인 입회 하에 서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출생 증명서 원본, 여권, 그리고 여행
허가서에 명시된 문서 사본을 지참하고 여행해야 합니다. 또한 홀로 여행하는 자녀에 대한
항공사의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여행 허가서 http://bit.ly/2p3HMzt
홀로 여행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항공사의 정책: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제트블루 항공
아에로멕시코 항공

www.legal-aid.org

http://bit.ly/1UZKdw5
http://bit.ly/2a2mkWt
http://bit.ly/1f9erXv (“홀로 여행하는 어린이”를 클릭하세요)
http://bit.ly/2oIh9Sz
http://bit.ly/2ojXgyv (“어린이”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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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대행자 지정
이 서식을 사용하여 귀하의 자녀와 관련된 학교 결정 및 헬스케어 결정을 할 자를 지정하십시오.
공증인 입회 하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권 대행자 지정(영어)
http://bit.ly/2o3HQhH
 친권 대행자 지정(스페인어) http://bit.ly/2nB67iX
스탠바이 친권 대행자 지정
이 서식은 중병에 걸린 개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의사가 이 개인을 정신적 무능력자로 진단했을 경우,
이 개인이 육체적으로 쇠약하여 친권 대행자 지정 발효에 동의할 경우 또는 이 개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발효됩니다. 가정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스탠바이 친권 대행자 지정 http://bit.ly/2oYinKB
위임장
이 서식을 사용하여 귀하를 대리해 재산 거래를 취급할 자를 지정하십시오. 공증인 입회 하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임장은 자녀에 대한 보살핌
또는 양육권에는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은행 계좌, 아파트 임대, 보험, 헬스케어 청구서 등 재산 관련
사안에 국한됩니다.
 위임장 http://bit.ly/2p3CRyw
친권 대행 또는 양육권에 대한 법원 청원
가정 법원 또는 후견 재판소(Surrogate’s Court)는 귀하의 자녀에 대한 공식 친권 대행 또는
양육권에 대한 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경고: 친권 대행 또는 양육권에 대한 명령서를
확보하면 자녀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양육권, 친권 대행 또는
스탠바이 친권 대행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원 소송에 대해 다른 부모에게 고지합니다.
 다른 부모는 귀하가 법원에 출두할 때 이민국에서 법원에 입회하도록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최종 강제 추방(deportation) 명령서를 이미 발급 받았을 경우에 특히 위험합니다.
 다른 부모는 귀하의 자녀의 삶에 개입하지 않다가 다시 나타나 귀하의 자녀에 관한 자신의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에서 귀하가 양육권 또는 친권 대행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개인에 비해 다른 부모가
귀하의 자녀에 대해 더 큰 권리를 갖게 됩니다.
 양육권 명령서가 발급되면 법원을 통해 이 명령서를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양육권을 되찾기 원할 경우 자녀의 삶의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렵습니다.
 양육권자는 귀하로부터 자녀 부양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자격 변호사와 상담한 후 귀하의 자녀와 관련된 법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의 이민 핫라인
844-955-3425 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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