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 가족을 위한 
참고 자료

귀하가 이민법 집행으로 인해 자녀와 떨어지게 될까 걱정하는 이민자 신분의 양육자
(부모, 법적 후견인, 법적 양육인 또는 기타 친척)인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미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믿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정보와 조언을 
받습니다. 

•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 양육자라고도 
칭하는 대리 후견인을 선정합니다. 

•	 비상 연락처를 선택하고 전화번호를 기억해둡니다. 자신의 변호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상 연락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자녀의 학교에  비상 연락처 정보를 전달합니다.

대리 후견인 선정에 대한 도움 등 비밀이 보장되는 이민 관련 무료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 신분의 뉴욕 시민의 경우,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ActionNYC(1-800-354-0365)로 전화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ActionNYC”라고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약점을 악용하는 이민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를 
조심하십시오. 면허를 보유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나 자격을 갖춘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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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대리 후견인이란?
“대리 후견인”이란 주 양육자가 이민법 집행 기관에 의해 구금, 체포 또는 추방되어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를 대비한 “예비” 양육자입니다.

대리 후견인을 선택하면 부모의 권리에 영향을 주나요?
아닙니다. 대리 후견인을 선택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리 후견인 
제도는 오직 부모가 자녀와 떨어졌을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대리 후견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왜 대리 후견인을 선택해야 하나요?
대리 후견인은 중대한 의료적 선택 및 자녀의 학교 선택을 포함해, 자녀를 돌보는 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대리 후견인 선택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귀하가 가진 부모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리 후견인은 귀하가 이민 집행 기관에 의해 구금, 체포 또는 추방된 경우 귀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계획을 제공합니다. 대리 후견인을 선택하면, 해당 후견인이 자녀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자녀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대리 후견인을 선택하는 것이 내키지 않을 경우, 이민법 집행으로 인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다른 법적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면허를 보유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나 자격을 
갖춘 담당자와 의논하십시오.

대리 후견인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구금, 체포 또는 추방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자녀는 가정 위탁이 아닌 양육할 수 있는 인물에게 배정됩니다.

그러나 해당 인물이 대리 후견인이 아닌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되어 의료적 선택과 같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대리 후견인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나요?
자녀를 돌봐줄 것이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리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기준에는 이민 신분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밖의 특정 조건이 존재하므로, 관심이 있는 양육자들은 자녀를 위한 대리 
후견인으로 누구를 택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의논해야 합니다.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선택하는 또 다른 법적 수단이 있나요?
이민자 신분의 양육자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의논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