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밎 도움
Legal Aid Ontario(온타리오주 무료 법률 자문)
일반 정보와 저소득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받으려면 www.legalaid.on.ca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1-800-668-8258번(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상담 가능)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자와 강제 추방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양육권
및 접근권 문제

Law Society Lawyer Referral Service(법률 협회 변호사
소개 서비스)
개인 변호사를 소개받으려면(처음 30분은 무료) http://lsrs.lsuc.on.ca/lsrs/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1-800-268-8326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온타리오주 지역
사회 법률 교육)
가정법, 이민법 밎 일반적인 법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www.cleo.on.ca. 여기서 제공하는 온라인 소책자인 Family Law Resources in
Ontario에 변호사를 찾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조회하고, 재판 시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본 책자에는 자녀가 있으며
배우자와 별거 중인 난민
청구인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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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분 및
양육권 문제
목차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며 캐나다에서 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전히 제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1

이민 신분 및 양육권 문제

귀하의 현재 이민 신분은 귀하의 자녀 양육권 및 접근권, 양육권 또는 접근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청구에 응할 수 있는 권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6

배우자와의 법적 문제

10

정보 밎 도움

귀하의 자녀가 온타리오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 온타리오주 법원은 귀하의
케이스를 듣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
•
•
•
•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자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사람
이민 신청을 제출한 사람

제가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원이 귀하나 배우자가 캐나다를 떠나 다른 국가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양육권 또는 접근권 관련 명령을 내릴 때 이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떠나는 경우나 추방당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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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와 필립은
짧은 기간
동안 관계를
유지했으며
바비가 태어난
후 바로
결별했습니다.
필립은 가끔 방문하고
일부 경비를 지급했지만,
마리아가 항상 바비를
돌봤습니다. 마리아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상태이고
본국으로 다시 강제
추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판사는 바비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은
아마 마리아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바비의
양육권을 가지는 쪽으로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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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지만, 가정 문제와 관련하여
가정 법원에 가고 싶습니다.
법원에 가는 것이 제 신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가정 관련 소송
절차를 시작하면 강제 추방을 당할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에 가면 소송 절차에서 가정
법원 서류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이민 당국이
귀하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민 인터뷰
참석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어
강제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판사가 양육권 또는 접근권 관련
명령을 내릴 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두 부모
모두가 자녀와 보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판사는 자녀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며, 이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모 중 누가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따뜻하며 안전한 가정 환경을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가?
• 자녀가 선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 부모 중 누가 자녀의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 다른 나라에 사는 것과 캐나다에
머무르는 것(법원에서 부모 중 한
명이 자발적으로나 강제 추방을
앞두고 있어 자녀와 함께 캐나다를
떠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
자녀를 위한 최선의 이익은 어느
것인가?
판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두 부모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 양육권과 접근권을 부여하는
조건의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적용되는 다른 조건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모의 캐나다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 중 한 명에게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캐나다 밖으로 이주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이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귀하의 강제 추방을 중지시키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강제 추방을
앞두고 있는데, 양육권을 획득한
후 귀하의 자녀에 대한 이주 금지
명령을 받았다면 이민 변호사에게
즉시 알리십시오.

라일라와 피터는
이혼한 지 2년
됐습니다. 이들의
7살배기 아들인
조이는 주중에는
라일라와 시간을
보내고 대부분의
주말은 피터와
시간을 보냅니다.
조이는 지역 아동
병원에서 난치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라일라는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판사는
라일라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양쪽 부모 모두에게
공동의 양육권을
가지도록 하되, 라일라가
강제 추방될 경우에는
피터에게만 양육권을
부여하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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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녀 없이 혼자 강제 추방당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귀하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없다면 자녀 없이 귀하만
강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있다면 귀하의 자녀가 이주 금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법원에서 귀하의 자녀가 귀하와 동반하여 캐나다를 떠날 수
있도록 귀하를 도와 처리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적극적인 단계를
취하여 이주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가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강제 추방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온타리오주 가정 법원은 강제 추방 명령을 중지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최종 양육권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강제 추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양육권 명령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경우
• 판사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경우
• 귀하와 배우자가 누가 자녀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해 순수히
양육권과 관련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강제 추방이 지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양육권 청구가 순전히 강제 추방 명령을 피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제기된 경우 강제 추방을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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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방을 피하고 제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 머무르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캐나다에 남을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하고, 경우에 따라 강제 추방을
중지시키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C(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신청을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하여 캐나다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캐나다에 확실히 자리를
잡았으며 본국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귀하가 제출한 H&C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이민국 관계자는 귀하
자녀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 관계자는 H&C 신청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사람을 강제 추방할 권한이 있으며, 강제 추방한 후 당사자가 캐나다 외부에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몇 소수의 사례에서는 강제 추방을 지연시키거나 중지시키기
위해 추가 단계를 취할 수 있습니다.
• H&C 신청을 제출한 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H&C의 판결이 날
때까지 강제 추방을 지연해 줄 것을 연방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운 경우 이민 변호사에게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추방 전 위험요소 심사(Pre-Removal Risk
Assessment)라고 하는 다른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족 초청 이민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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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와
제나는
관계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둘 모두 딸인
머리카에 대해
자신만 양육권을
가질 것을
원합니다.
드미트리는 머리카를
자신의 본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드미트리는 H&C 신청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강제 추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판사는 드미트리에게만
단독으로 양육권을
주고, 주말에는 제나가
접근할 수 있다는
규칙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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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법적 문제
배우자가 제 자녀와 함께
캐나다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까봐 두렵습니다. 이를
중지할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캐나다를 떠나면 자녀를 캐나다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캐나다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전략입니다.
• 자녀에 대한 이주 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자녀가 법원 명령 또는
귀하의 서면 승인 없이는 캐나다를
떠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녀와 함께 국경을 통과할
경우 이민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녀와 함께 캐나다를 떠나도록
허가하기 전에 법원 명령이나
서신을 보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 귀하는 귀하나 법원이 자녀의
여권을 보관하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법원은 배우자의 여권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의 여권 신청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두 부모가 모두 여권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귀하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데,
배우자가 법원 명령이나 귀하의
승인 없이 캐나다 밖으로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부모에 의한
아동납치"라고도 함) 귀하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 Canad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캐나다 외교통상부)
소속인 Vulnerable Children’s
Consular Unit(취약 아동 영사관
부서)에 문의하여 조언과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800-387-3124번으로 전화하거나
travel.gc.ca/child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가 머리카와
자신의 본국으로
자발적으로 떠나지
못하도록 판사는
머리카를 캐나다
외부로 데리고 갈 수
없음을 지시하는 이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민국 관계자가
드미트리에게 곧 강제
추방될 것을 알리는
경우 드미트리는 가정
법원 판사에게 긴급제재
요청을 제출하여 이주
금지 명령을 종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는
본 상황이 예기치
않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이 긴급제재
요청이 승인될 것임을
특별히 언급해 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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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제가 법원 명령이나 배우자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제 아이가 캐나다를 떠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강제 추방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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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제 배우자는 결혼할 때 우리가 별거하게 되면 제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별거 중입니다. 이것이 제가 양육권이나 접근권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귀하의 자녀를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지 여부는 귀하에게 양육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정 법원 판사는 두 부모 모두 캐나다에 남아
있을지 여부에 따라 부모 중 한 명에게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 판사는 두 건의 양육권 및 접근권 관련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양쪽 부모가 모두 캐나다에 거주할 때 적용되며, 다른 하나는 한 부모가 강제
추방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타리오주 가정법에는 부부가 결혼할 때 나중에
별거하는 경우 양육권이나 접근권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 사전에 합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에서 양육권이나 접근권과
관련한 부분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제 아이를 함께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서를 캐나다에서 작성했는지 아니면 본국에서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까?

현재 상황

해야 할 일

판사가 이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귀하가 강제 추방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정 법원에 긴급제재 요청을
제출하여 판사에게 귀하의
자녀에 대한 이주 금지 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에게 귀하의
상황에 예기치 않은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적용되는
긴급제재 요청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에게 양육권이 있습니다.

가정 법원은 귀하가 캐나다를
떠날 때 자녀를 함께 데려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귀하에게 양육권이 있지만 강제
추방을 앞두고 있으며 이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아니요. 계약서를 캐나다에서 작성했는지, 다른 나라에서 작성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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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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