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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국이란 무엇인가? 

 자진 출국을 하시면,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허락됩니다. 
 추방 명령을 받지 않고 미국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진 출국의 혜택 

 귀하의 이민 기록에 출국 명령이 남겨지지 않습니다. 향후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자진 출국을 할 자격이 있는가? 

 아래의 경우, 귀하는 자진 출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선량한 사람이며, 향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재판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귀향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진 출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가중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확신이 

없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자진 출국이 귀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귀하가 만일 망명이나 추방 취소, 신분 조정, 또는 다른 보호 방안의 해당 자격을 갖추었다면, 

자진 출국을 신청하는 대신, 귀하의 사건을 법정에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첫 공판에서 자진 출국을 신청하면, 소송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확신이 

없으시다면,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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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진 출국을 신청하려면, 재판관에게 보일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종교 지도자, 또는 고용주가 귀하의 선량함을 진술하는 옹호의 편지 (모두 

영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출생 증명서, 영주권 사본, 귀하의 가족 중에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인 영구 거주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영구 거주인인 경우, 결혼 증명서 사본. 
 귀하가 합법적인 영구 거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 중의 누군가가 “1-130 

청원”을 신청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귀하가 수료한 수업이나 과정의 증명서. 
 귀하가 가족을 부양한다는 증명 서류. 

  
3.  가족이나 친구, 또는 귀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재판관에게 당신에 관하여 말해 줄 수 있도록 

청하십시오.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와서 재판관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전화로 재판관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판관과 전화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하려면, 귀하가 재판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4. 자진 출국 명령을 받았는데 미국을 떠나기 전에 억류 해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보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