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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법원 명령이 아닙니다.

DV-105 K 자녀 양육권 및 방문 명령 신청서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본 양식은 양식 DV-100에 첨부됩니다. (  2 의 사람과 함께 있는 자녀에 대한 명령을 요청하려면 이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1 귀하의 정보
이름: 
아동과의 관계: �	부모 �	법적 보호자 �	기타(설명하십시오): 

2	 귀하가 보호 받고자 하는 상대방
이름: 
아동과의 관계: �	부모 �	법적 보호자 �	기타(설명하십시오): 

3 18세 미만의 자녀(최연장자부터 최연소자까지 열거)
a. 이름:  생년월일: 
b. 이름:  생년월일: 
c. 이름:  생년월일: 
d. 이름:  생년월일: 
�	(공간이 더 필요하면 여기에 체크하십시오. 상단에 'DV-105, 자녀'라고 기재하고 본 양식에 첨부하십시오.)

4 아동이 거주했던 도시와 주
a. 항목  3 의 모든 자녀가 최근 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까?
�	예(4b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	아니요(아니요라고 한 경우, 아래의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대신에 양식 DV-105(A)을 사용하십시오).

b. 지난 5년 동안 자녀가 살았던 곳을 나열하십시오. 현재의 위치부터 시작하십시오.

날짜(월/년) 시, 주, 부족 거주지
자녀과 동거한 사람(해당 항목 모두 선택):

나 다음 항목  2 의 사람 기타*
다음의 날짜부터:  현재까지

�	귀하의 현재 위치를 비공개로 하려면 
여기에 체크하십시오. 주만 기재하십시오.

�	 � �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시작 날짜:  종료 날짜: 

�	 � �

�	 � �

�	 � �

�	 � �

�	 � �

�	 � �

기타*(자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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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와 관련된 관련 법원 소송 이력
a. 항목  3 에 기재된 기타 자녀 관련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아니요
�	예(예라고 한 경우, 아래의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해당 사항 모두 체크. 소송 제기 장소(시, 주 또는 부족), 제소연도 및 사건 번호, 아는 경우)

�	양육권  
�	이혼 
�	소년 법원(아동 복지, 소년 사법) 
�	후견 
�	형사  
�	기타(예: 아동 양육비 소송) 

b. 현재 유효한 양육권 또는 방문 명령이 있습니까?
�	아니요
�	예(아래의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판사의 명령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자녀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방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명령서의 사본이 있으면 첨부하십시오.)

명령을 변경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c. 본인 및  2 에 기재된 사람 외에 다른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있는 경우 아래의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이름: �	부모 �	법적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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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호를 위해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명령
자녀 보호 명령을 요청하려면 아래의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6 항목  2 의 사람이 자녀와 여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기를 원하십니까?
�	아니요
�	예(아래의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판사님께서 항목  2 의 사람이 자녀를 다음 지역 외부로 데려가려는 경우, 저의 서면 허가 또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카운티(나열할 것): 
�	캘리포니아 주 
�	기타 장소(나열할 것): 

7 항목  2 의 사람이 자녀의 기록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요(아래의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a. 항목  2 의 사람이 아래 해당인의 기록 또는 정보에 접근 또는 열람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항목  3 의 모든 자녀.
�	여기에 기재된 자녀(이름): 

b. 대상 기록 또는 정보(해당 사항 모두 체크):
�	의료, 치과 및 정신 건강
�	학교 및 어린이집
�	여름 캠프 및 스포츠 팀을 포함한 과외 활동
�	기타(설명하십시오): 

(판사가 이 명령을 내리면, 기록 또는 정보 제공자는  2 의 사람에게 보호 대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8 항목  2 의 사람이 자녀를 납치(유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요
�	예(유괴 금지 명령을 신청하려면, 양식 DV-108, 자녀 유괴 금지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양식에 첨부해야 

합니다.)

https://www.courts.ca.gov/documents/dv1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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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권
판사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법률상 양육권과 실제 
양육권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양육권이 존재합니다.
• 법률상 양육권자는 자녀의 건강, 교육 및 복지에 관해 결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실질적 양육권자는 자녀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양육권 유형 모두 부모가 함께 양육권(공동)을 갖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전체 양육권(단독)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9 판사가 자녀 양육권 명령을 해주길 원합니까? 
�	아니요
�	예(해당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법률상 양육권(하나만 체크)
�	본인 단독
�	다음 항목  2 의 사람 단독
�	항목  2 의 사람과 본인 공동.
�	기타(설명하십시오):

실제 양육권(하나만 체크)
�	본인 단독
�	다음 항목  2 의 사람 단독
�	항목  2  의 사람과 본인 공동.
�	기타(설명하십시오):

자녀 방문(양육 시간)
판사에게 자녀가 언제  2 의 사람과 시간을 보낼지 결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양육 시간 또는 
방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각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일정 및 정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방 부모가 
양육권을 얻지 못한 경우, 판사가 안전하고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부모는 
자녀 양육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하여 판사에게  2 의 사람에게 현재 허용하고 싶은 
양육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십시오. 판사가 내리는 모든 명령은 현재로서는 임시적입니다. 임시 
명령은 재판일(약 3주 후)까지 효력이 지속됩니다. 판사는 재판일에 명령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  2 의 사람이 자녀를 방문하기를 원하십니까(양육 시간)?
�	아니요, 판사님께서 항목  2 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단합니다. 이 양식의 작성을 마쳤습니다.)
�	예(항목  11 로 이동합니다.)

11 자녀 방문을 제3자가 감독(모니터링)하기를 원하십니까?
(감독 방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https://selfhelp.courts.ca.gov/guide-supervised-visitatio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항목  12 로 이동합니다.)
�	아니요(항목  13 으로 이동합니다.)

https://selfhelp.courts.ca.gov/guide-supervised-vis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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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독(모니터링) 방문 세부 내용
(a 및 b를 작성하십시오):
a. 방문 감독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체크):
�	비전문가, 신뢰하는 친척 또는 친구(이름 기재, 아는 경우): 
�	전문가(이름 기재, 아는 경우): 

전문가 비용 지불자: 본인  % 항목  2 의 사람  % 기타:    %

b. 방문의 빈도 및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 사항에 체크):
�	일주일에 1번, (시간): 
�	일주일에 2번, (시간):  각 방문당.
�	기타(설명하십시오): 
�	아래 표에 일정을 작성하려는 경우 여기에 체크합니다.

감독 방문 일정
(항목  2 의 사람이 자녀를 방문하는 날짜와 시간을 열거합니다.)

시간 방문 시 자녀를 데려다 주거나 
데려올 사람

내려다 주거나 태워갈 장소

월요일 시작:
끝, 해당하는 경우:

화요일
시작:
끝, 해당하는 경우:

수요일
시작:
끝, 해당하는 경우:

목요일
시작:
끝, 해당하는 경우:

금요일
시작:
끝, 해당하는 경우:

토요일
시작:
끝, 해당하는 경우:

일요일
시작:
끝, 해당하는 경우:

상기 일정을 따름(하나 선택):
�	매주 �	격주 �	기타 

방문 시작 날짜(월, 일. 연도) 

 항목  12 를 작성한 경우, 이 양식 작성을 마친 것입니다. 항목  13 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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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감독 방문 세부 내용
(a 및 b를 작성하십시오):
a. 판사가  2 의 사람이 무감독 자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경우, 자녀 교환이라고도 하는 

자녀 내려다주기 및 태워가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녀 교환을 제3
자가 감독하기를 원하십니까?
�	아니요
�	예(아래의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교환을 감독할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체크):
�	비전문가, 신뢰하는 친척 또는 친구(이름 기재, 아는 경우): 
�	전문가(이름 기재, 아는 경우): 

전문가 비용 지불자: 본인  % 항목  2 의 사람  % 기타:    %

b.  2 의 사람이 자녀와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 양육 시간을 설명하십시오.
(밑줄 친 빈칸 또는 아래 표를 사용하여 항목  2 의 사람이 자녀를 방문하는 날짜와 시간을 열거합니다. 
방문 시기, 방문 빈도, 자녀의 이동을 책임질 사람 등 세부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무감독 방문 일정

시간 방문 시 자녀를 데려다 주거나 
데려올 사람

내려다 주거나 태워갈 장소

월요일 시작:
끝, 해당하는 경우:

화요일
시작:
끝, 해당하는 경우:

수요일
시작:
끝, 해당하는 경우:

목요일
시작:
끝, 해당하는 경우:

금요일
시작:
끝, 해당하는 경우:

토요일
시작:
끝, 해당하는 경우:

일요일
시작:
끝, 해당하는 경우:

상기 일정을 따름(하나 선택):
�	매주 �	격주 �	기타 

방문 시작 날짜(월, 일.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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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버전만 온라인 입력 가능.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양식을 인쇄한 후, 이 양식 지우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양식인쇄 이 양식저장

영어 버전만 온라인 입력 가능.

이 양식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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