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TE OF CALIFORNIA -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생모에 관한 정보

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는 내 아이의 입양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제 나이는 _______ 살 입니다.

아이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생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태어나지 않은 경우, 출생 예정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 중에, 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혼인 중이셨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일 경우, 남편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혼 날짜 및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혼인 중이었다면 파경한 이유: � 이혼 � 사망 � 무효 선언

이혼 또는 무효 선언인 경우, 결혼이 종료된 날짜와 장소를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망한 경우, 사망 날짜와 장소를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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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 이름

나이

월, 일, 년

월, 일, 년

장소

장소

월, 일, 년

시, 주월, 일, 년

지시사항:

독자적 입양인 경우:

본 양식은 독자적 입양 배정 합의서(AD 924 또는 925)를 서명하시기 전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생모는 본 양식의 작성을 위해
가족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 보장을 위해, 본 양식은 반드시 생모가 입양 서비스 제공자(ASP)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
야 합니다. 

ASP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독자적 입양인 경우, 본 양식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부 입양청(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doption Office) 또는 위임 카운티 입양 기관이 모든 가능성 있는 아버지(들)에 관한 정보를 생모로부터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선 기관 입양인 경우:

본 양식은 입양 알선 기관이 모든 가능성 있는 아버지(들)에 관한 정보를 생모로부터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신고서



가능성 있는 생부들에 관한 질문

(아이의 생부가 한 명 이상일 수 있는 경우, 아이의 생부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각각의 사람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이상입니다: � 예 � 아니요

'예'일 경우, 아버지일 수 있는 사람들 각각에 대하여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생년월일을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 위의 정보에 추가하여, 본인은 위에 적은 각각의 가능성 있는 아버지들에 대하여 이 양식(AD 880)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생부에 관한 정보

1. 아이의 생부라고 생각되는 사람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가 살고 있는 곳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주소를 모르는 경우, 알고 있는 과거 주소들을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가 일하는 곳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알고 있는 경우, 과거 고용주들의 이름과 주소들을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그는 재학 중입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예'일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그는 군대에 복역 중입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예'일 경우, 그가 입대한 군대의 부서는 어디이고 그는 어디에 배치되었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생부가 어디에서 또는 언제 태어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예'일 경우,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 출생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니셜

이름, 모든 별명 포함

직위, 또는 직업 종류

학교명, 시, 주

시, 주

월, 일, 년: 또는 나이 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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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5. 생부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부를 언제 만났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부를 어떻게 만났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그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일 경우, 그들 이름과 주소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생부와 결혼했거나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일 경우, 장소와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생부와 동거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일 경우, 어디에서 또 언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부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까지

두 분이 같이 살았을 때, 함께 살았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일 경우, 그들 이름과 현재 주소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생부는 당신이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그가 아이의 아버지라고 그에게 알렸습니까? � 예 � 아니요

그는 임신이나 자녀 양육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돈이나 물건들을 당신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일 경우, 그는 당신에서 무엇을 주었으며 (돈일 경우, 금액을 명시),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가 임신이나 자녀 양육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당신에게 준 돈이나 물건들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일 경우, 그에 대해 설명하십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겠다는 서면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일 경우, 그 서면 합의서는 어디에 있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생부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예'일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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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 날짜

월, 일, 년

시, 주, 날짜

각각의 사람에 대하여

월; 일; 년 월; 일; 년



'예'일 경우, 그가 아이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예'일 경우, 그가 아이를 그의 집으로 실제로 데리고 갔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11. 생부는 그가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예'일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부는 그가 아버지라는 것을 누구에게든 말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예'일 경우, 그가 말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상황들을 적어 주십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당신과 생부는 임의적 친자 신고서에 서명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일 경우, 그 신고서를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서명했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아이는 당신 대신에 생부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일 경우, 날짜: 부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까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생부는 아이에게 편지를 썼거나, 말을 했거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예'일 경우, 그는 무엇을, 언제, 얼마나 자주 (숫자로 적을 것) 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은 그가 아이에게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하거나, 방문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거부한 것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예'일 경우, 그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아이에게 친자 확인 검사가 실시된 적이 있으며 가능성 있는 아버지들이 또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일 경우, 누가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법원이 생부의 자녀 양육 보조를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예'일 경우, 무슨 법원이, 언제, 얼마나 많은 금액입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아이의 양육권 또는 친자 결정을 위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예'일 경우, 누가, 어디에서, 언제 제기했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 소송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예'일 경우, 어떻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러한 소송이 아직 계류 중입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예'일 경우, 어디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아이의 입양을 생부와 함께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만일 그것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라면 그가 입양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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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년월, 일, 년

법원명, 시, 주

시, 주



추가 질문

1. 그 미성년자의 생부의 신원을 저는 알지 못하며 그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저는 그 미성년자의 생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고 및 서명 

_______본인은 이 정보가 입양 계획과 관련하여 제공됨을 이해합니다.

_______본인은 위증의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앞서 말한 내용이 진실이며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실행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

앞서 말한 어머니 신고서 양식은 다음 날짜에 서명되었으며: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한 사람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며 다음 사람 앞에서 서명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생모 서명

증인 이름 증인 서명

증인 주소

이니셜

이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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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