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인을 위한 정보

보석보증인의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보석보증인은 억류된 사람이 모든 석방 명령 조건을 따를 것임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 예치 및/또는 지불을 약속하게 됩니다. 또한 억류 중인 대상자에게 거주지
제공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을 포함해 귀하의 제안이 억류의
대안으로 적절한지는 청문회 구성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억류 대상자가 모든 석방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가 낸 보증금 및/또는 저당금이 캐나다
국경감시대(CBSA)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석방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CBSA 에 알려 보석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석보증인으로 적합합니까?
귀하가 보석보증인으로서 적합한지를 징계 청문회 구성원이 평가하기 위해 억류
심의 중 증언을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시민 또는 캐나다 영주권자(이행 보증을 한 경우)
 18 세 이상인 자
 현재 캐나다에 있고 거주 중인 자(이행 보증을 한 경우)





억류 중인 사람의 지인
본인의 의지로 보석보증인이 되려는 자
자신의 돈을 저당금으로 낼 용의가 있는 자
억류 중인 사람을 관리감독하려는 자

보석보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액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희망 예치 금액은 귀하가 결정합니다. 최종
금액은 청문회에서 청문회 구성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보석금의 두 유형으로
디파짓과 개런티가 있습니다.
디파짓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보증금(cash bond)이라고 합니다. 청문회에서 돈의 출처를 귀하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 돈은 억류 중인 사람의 자금일 수 없습니다. 억류 대상자는
해당 금액이 예치될 때까지 억류에서 석방되지 않습니다. 디파짓 방법은
CBSA 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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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런티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이행 보증금(performance bond)이라고 합니다. 억류되었던 사람이 석방
명령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약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CBSA 는 귀하가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되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저당금으로 약속할 수 있는 금액은 자택 소유 증빙서, 연간 소득 등
귀하의 현재 자산을 입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증빙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 보증금 납부 기준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보석보증인 책임은 언제 끝나게 됩니까?
각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간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석보증인은
대상자의 이민 문제가 결론이 날 때까지 대상자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귀하는 관리감독하는 대상자가 모든 석방
조건을 준수한 경우에 한해 보증금/저당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대상자가 석방 명령
조건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보증금 및/또는 저당금으로 예치한 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보증인 자격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상자의 이민 문제가 결론이 날 때까지 귀하는 보석보증인으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보석보증인 제안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귀하는 구성원에 의해
보석보증인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더 이상 보석보증인 역할을 원치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Immigration Division Registry 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사본을 CBSA 와 보증 대상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귀하의 요청이
수락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로 새로운 청문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청문회
없이 요청이 허가 또는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보석보증인을 위한 추가 리소스
억류 심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RB 웹사이트
http://www.irb-cisr.gc.ca/Eng/detention/Pages/detention.aspx 에서 제공하는 Detention
Review Hearings 팜플렛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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