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권리를 아시오! 

준비를 하시오! 뉴욕시의 이민자들을 위한 ‘권리를 아시오!’ 지침 

 
I. 권리를 아시오 
 
당신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 통역관; 

• 변호사; 

• 전화를 거는 것; 

• 출생지, 이민국신분 혹은 미국에 어떻게 입국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 

•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 

• 구금 당했으면 질문하는 것. 구금 당하지 않았으면, 떠날 수 있다. 
 
서류에 관하여 알아야 하는 것: 
 

• 사기 신분 혹은 이민 서류를 소지하여 가지고 다니지 마시오. 

• 출생지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마시오. 
 

만약 이민국(ICE)의 사무관이 귀하의 집으로 오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수 있을 때에만 

집으로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 집에 있는 누군가 그들을 들어오라고 허락하거나; 

•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함께 판사에게 서명 받은 수색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관세사무소(ICE) 사무관 보고  문 밑에 혹은 창문을 통해 영장을 

밀어 넣으라고 요구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II. 계획 세우기 
 

1. 언제든지: 
 
• 유효한 영주권, 워크퍼밋(작업허가서), 뉴욕주 혹은 뉴욕시 아이디(증명서)를 

가지고 다니시오. 

• 모든 이민국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서 믿을만한 가족 구성원 혹은 친구에게 사본을 

주시오. 

• 진행되고 있는 이민국 건 혹은 법정 공판에 대한 통지서에 대하여 영수증을 

가지고 다니시오; 

• 가족구성원/친구 및 이민국 변호사 혹은 리걸 서비스(법률서비스) 제공자의 

전화번호를 외우시오; (LSNYC<뉴욕시 법률서비스> 핫라인: 917-661-4500, 월–

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 귀하의 고국의 영사관의 응급 전화번호를 찾아 기억하시오. 

 
2. 감금되어 있다면 아동을 위한 보호를 믿을 만하게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시오: 

 
•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와 당신이 집으로 돌아 오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시오.    

• 아이를 데리러 올 수 있으며 올 수 없는 누군가 있는지 아동의 학교에 확실하게 

알리시오; 

• 귀하의 아동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지시사항(및 안내서)을 적으시오; 

• 귀하의 아동에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된 친척이나 친구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시오; 

• 미국 시민인 아동(들)이 있으면 그들의 여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시오.  www.travel.state.gov 에서와 미국 우체국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이민국(ICE)에 감금되어 있다면 귀하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가족 및 친구에게 
알려주시오. 
 

http://www.travel.state.gov/


• 친구와 가족은 ICE 212-264-5085 로 전화 하거나 www.ice.gov/locator 의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저희의 법률지원 핫라인전화는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에 엽니다. 어떤 언어로든 

접수관에게 이야기하려면 917-661-4500으로 전화하시오. 

http://www.ice.gov/lo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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