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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한 준비  
 

 

계획을 누가 세워야 하나요? 

여러분이 없을 때를 대비해 가족을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도구는 혼합 신분 또는 서류 미비 상태이며 가족과 떨어지게 될 경우를 걱정하는 이주민 

가족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과거 추방 명령으로 인해 구금되거나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경우, 변호사를 만나 불확실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는지 상의해야 합니다. 

* 여기에 나온 정보는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구제 방안 알아보기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변호사를 

만나 가능한 구제 방안이 혹시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비상  연락처  확인  

 
1 여러분이 구금된 상태이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녀를 임시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의 비상 연락처를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미리 이야기해 동의를 

구하십시오. 

2 필요할 때 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데려가게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연락처를 

학교 기록에 미리 추가하십시오. 

3 비상 연락처와 모든 필수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여권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부모의 지정 양식  

보호 명령 

영주권 번호(A-Number) 및 이민 서류(취업 

허가, 영주권, 비자) 

소셜 시큐리티 카드  

모든 유형의 신분증 

범죄 또는 가정폭력(dv) 피해자의 경우: 사진, 

경찰 신고서 및 의료 기록 . 

서류 구비 

mailto:dvp@urbanjustice.org


나의 권리 알기: 

전화: 718.875.5062 

dvp@urbanjustice.org 

https://dvp.urbanjustice.org 

40 Rector Street, 9th Floor 

New York, NY 10006 

 

 

가족을 위한 준비(계속..)  
 

 

자녀의 여권 취득 

자녀에게 여권이 있는 경우, 이러한 여권 만료 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부재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상의하여 자녀의 여권을 얻는 데 대해 다른 쪽 

부모의 동의를 받아두십시오. 

귀하와 상대편 부모 사이에 가정 폭력이 있거나 상대편 부모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여권이 필요한 경우, 

www.travel.state.gov에서 미국 여권 취득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미국 시민이 아닐 경우, 여권 취득 

방법을 본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믿을 수 있는 연락처 카드 작성 

 

다음 페이지의 믿을 수 있는 연락처 카드 

확인:  

각 자녀당 이 카드를 하나씩 작성 

비상 연락처에도 제공 

자녀의 연령이 적절하다면 자녀와 함께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안전한 사람 및 학교에 자녀를 

데리러 올 수 있는 사람을 자녀에게 

알려주십시오. 

자녀와 함께 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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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연락처 카드  
 
 

 

자녀 이름 
 

 

학교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정보 
 
 
 
 

학교 위치/교실 번호/교사 이름 
 
 
 

 

방과 후 프로그램 정보/캠퍼스/스포츠 프로그램 정보 
 

건강 및 특수한 요구 사항 
 
 
 
 

건강 보험 정보 의료 정보 
 
 
 

 

알레르기 의사 이름 
 

비상 연락처 정보 
 
 
 
 

이름/전화번호 이름/전화번호 
 

기타 정보 
 
 
 
 

구금된 경우 귀하의 영주권 번호(A-Number), 해당할 경우 변호사 이름/연락처 정보 
 

해당할 경우, 보호 명령을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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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18세까지 자녀를 보호, 통제 및 관리하도록 

법원이 부모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부모가 아닌 개인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동성 커플에 대한 부모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부여할 

때 자녀를 위한 최선을 선택을 판단해 

결정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에 상대편 

부모가 참여해야 합니다. 

가능한 법률적 옵션 알아보기:  
 

 

보호자 자격 
 

 

 

 

 

 

 

 

 

 

 

 
재정 계획 

 

보호자는 반드시 부모인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부모와 동일한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모가 부재할 경우 부모를 도울 

의향과 능력이 있는 18세보다 많은 가족이나 

믿을 수 친구가 보호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명령은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유효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 대한 보호자 명령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적 절차에 양쪽 

부모가 참여해야 하며 양육권 명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합니다. 

대리인은 귀하를 대신하여 재산, 재정 및  

기타 법적 문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족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은행 계좌 또는 자산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뉴욕주 부모의 지정 양식 
 

이 양식은 부모가 자녀의 건강과 교육에 관하여 제한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18세보다 많은 

상의 믿을 수 있는 개인을 지정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제한된 권한입니다. 

- 수술이나 기타 중요한 치료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부모는 언제든지 이 양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정 법원에 기존의 명령이나 보류 중인 명령이 있는 경우, 이 양식은 귀하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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