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자관계 수립 
 

모든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친자관계 수립 
 
친자관계 수립이란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친부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혼 
부모이거나 부모가 될 예정인 경우, 친자관계에 대한 다음 정보를 읽어 주십시오. 
 
친자관계 수립 대상 
 
 미혼의 생물학적 부모 
 자녀가 태어난 후에 결혼한 부모  
 10대 부모(본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이민자 부모 (시민권이 없거나 미등록자, 한쪽 또는 양쪽 부모 모두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경우도 포함). 이민자 부모의 이민 자격에 관해 묻지 않으며 친자관계 수립 및/또는 
자녀 양육비를 위해 확보된 정보를 미국 이민국(U.S. Immigration & Citizenship Services)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친자관계 수립 혜택 
 
친모의 경우: 
 양육 책임 공유 
 가족의 경제적 상황 개선 

 
친부의 경우: 
 법적인 양육 권리와 책임 성립 
 자녀 출생증명서에 본인 이름 등록 
 법원의 방문 명령 및/또는 양육권 신청 권리  
 자녀와 관련된 입양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대해 상담 받을 권리 
 

자녀의 경우: 
 친부 신원에 대한 법적 기록 확보 
 출생증명서에 친부 이름 등록 
 가족의 의료 기록에 대한 정보 확보 
 양쪽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친부의 의료 보험, 사회 보장, 재향 군인 혜택 및 군인 수당 수혜 자격 획득 
 친부 사망 시 상속권 획득 

 



친자관계 수립 방법 
 
친자관계를 수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자관계는 친자관계 인정서(Acknowledgment of 
Paternity, AOP)에 서명하는 자발적인 과정 또는 법원에서의 재판 절차를 통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친자관계 수립 

 
신생아의 경우 
 
양쪽 부모가 동의할 경우 자녀 출생 후 즉시 친자관계 인정서(Acknowledgment of Paternity, 
AOP)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AOP 양식은 임신 기간 중 건강 관리를 받은 진료소나 클리닉 및 
자녀가 태어난 병원 또는 출산 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친모와 친부가 같은 시간 또는 같은 
장소에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 후 자녀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친자관계는 자녀가 퇴원한 후 언제든 수립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자녀가 태어난 병원에서 제공한 AOP 양식을 사용하시거나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국(NYC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DOHMH) 또는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NYC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 자녀 양육비 집행 사무실(OCSE)에서 해당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온라인 주소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hildsupport.ny.gov/dcse/aop_forms.html 
  
작성, 서명, 및 증인 서명이 완료된 AOP를 다음 주소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Office of Vital Records/Corrections Unit – Room 144 
125 Worth Street, Box 4 
New York, NY  10013 

 
 
작성한 양식을 자녀가 출생한 병원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병원은 출생증명서 원본이 보건 및 
정신위생국(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DOHMH)에 제출된 후에 이 양식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친자관계 인정서(AOP)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아직 출생하지 않은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자녀의 친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부모가 혼인 관계인 경우 
 친모가 친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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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친자관계 수립 
 
다음과 같은 경우, 가정법원에서 친자관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 인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친모가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인 경우. 친모가 남편과 연락하지 
않았고 남편이 자녀의 친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더라도, 친모의 남편이 아닌 생물학적 아버지를 
자녀의 법적 친부로 수립하기 위해 법원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비 심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으나 친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 
 

친부 확인에 대한 의문 
  
양쪽 부모 중 한쪽이 자녀의 친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경우 친자관계 인정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혼인 관계의 부모 및 미혼 부모에게 제공되는 저렴한 DNA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출생 
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뉴욕 주 공인 검사실 확인을 의뢰하기 위해 OCSE에 929 -221-5008로 
문의하십시오. DNA 검사를 통해 친부가 확인된 경우라도 미혼 부모는 AOP에 서명하거나 법원 
심리를 통해 친자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DNA 검사는 생물학적 아버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법적 
친자관계를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친자관계와 보건 및 정신위생국(DOHMH) 
 
친자관계가 수립되면 AOP 또는 친자관계 명령서(특정인이 아이의 친부임을 증명하는 법률 문서)가 
등록을 위해 뉴욕 시 보건 및 정신위생국(DOHMH)으로 발송됩니다. DOHMH에서는 이후 부모에게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친자관계 인정서(AOP)의 사본을 제공합니다. 출생증명서가 등록된 후 
친자관계가 수립된 경우 출생증명서는 친부의 이름이 포함되도록 수정됩니다.  
 
친자관계가 수립되면, DOHMH는 뉴욕 주 추정 아버지 등록부(New York State Putative Father 
Registry, PFR)에 정보를 송부합니다(여기서 “추정”은 자녀의 친부로 “추정”된다는 의미). PFR은 
지금까지 뉴욕 주에서 친자관계가 수립된 친부 명단입니다. 해당 정보는 상속, 입양 및 기타 자녀의 
친부에게 알려야 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됩니다.  
 

지참해야 할 서류 
 
자녀가 출생한 병원이나 출산 센터에서 친자관계를 수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혼인 여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친자관계 인정서를 받게 됩니다. 귀하는 현재 혼인증명서나 이혼 판결문(해당되는 
경우)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AOP 의 서명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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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 인정서 취소  
 
• 양쪽 부모 중 한쪽이 DOHMH에 제출한 AOP를 취소하기 원하는 경우 법원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법원에 AOP 무효 청원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AOP에 서명할 당시 부모가 18세 이상이었을 경우, 부/모는 다음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o AOP 서명 후 60일 이내, 또는 
o 자녀 관련 법원 청원에 응한 후 60일 이내 
AOP에 서명할 당시 부모가 18세 미만이었을 경우, 부/모는 다음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o 18세가 된 후 60일 이내, 또는 
o 자녀에 대한 소송 중에 AOP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자녀 관련 법원 
청원에 응한 후 60일 이내 

해당 기한 이후에는 청원서를 제출한 부모가 AOP 작성과 관련된 사기, 협박 또는 착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양육비 치안 판사는 심리에 제출된 사실과 자녀의 복지를 기준으로 AOP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생물학적 친부가 아닌 사람이 자녀 양육비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자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친부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할 사실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따르면, 양쪽 부모가 모두 존재할 때 
학교 성적 향상, 약물 남용 감소, 범죄 및 비행 감소, 정서적 및 기타 행동 문제 감소, 학대 및 방치 위험 
감소 및 청소년 자살 위험 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출생했을 때 친자관계 
수립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평생 보장하지는 않지만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출생한 병원 또는 분만 시설의 출생 등록 담당자 
 
 HRA 자녀 양육비 집행 사무실 지원 서비스 부서(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Outreach 

Services): 929-221-5008 
 
 뉴욕 시 보건 및 정신위생국(NYC Office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212-788-4500 
 
 HRA 웹사이트: www.nyc.gov/hra/ocse 
 
 

뉴욕 시 
Bill de Blasio, 시장 
 
인적 자원 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Steven Banks, 국장 
 
W-549E-K 
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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