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권리 알기:
내 지역사회 내

에 대응하는 방법

ICE란?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까?
ICE란 이민 및 세관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을 말합니다. ICE는
이민국 직원은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민 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이들을 체포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모든 개인에 대해 추방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ICE 집행관은 유니폼 차림일 수도, 평상복 차림일 수 있습니다.
ICE 집행관은 지역 경찰로 가장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비시민권자가 집행 조치의 우선적인 대상이므로 체포,

제가 ICE에 의한 체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구제를 신청한 상태인 비시민권자(즉,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라도 이민국의 집행
조치로부터 자동으로 보호받지는 않습니다.

누가 미국으로부터 추방당할 수 있습니까?
이민국 관리는 미국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해
제거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모든 비시민권자는 집행 우선순위에 해당되므로 체포, 구금 및 추방될 위험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
-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피고인인 비시민권자
범죄 혐의로 기소된 비시민권자
정부 기관에 사기를 행하거나 거짓말을 한 비시민권자
공공 혜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남용한 비시민권자
과거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미국을 떠나지 않은 비시민권자

-

과거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난 다음 다시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비시민권자

-

“공공 안전 또는 국가 보안에 위협”을 초래하는 비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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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팁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될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뉴욕시의 5개 자치구를 벗어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집행 조치는 뉴욕시 밖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블루 카드'에 비상 연락처 관련 최신 정보를 추가하십시오.
현재 및 이전 이민 신청서 접수 및 승인 통지서 사본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이민 사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꾀하는 이민 변호사나 공증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민 신청서에 거짓 사항을 기재하지 마십시오(공식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서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십시오).
ICE를 포함한 법 집행관과 이야기할 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공공 지원 신청 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집에 있을 때, ICE 집행관이 밖에
나타날 경우

귀하가 집 밖에 있을 때 ICE 집행관이
나타날 경우

법 집행관이 집 밖에 나타날 경우, 절대로 바로
문을 열어 주지 마십시오.
밖에 있는 이에게 신분을 밝히라고
요청하십시오.
영장이 있는지 묻고 그렇다고 대답할 경우, 문
아래로 영장을 밀어넣어 줄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이들은 판사가 서명한 명령서가 있는 경우에만
귀하의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장이 없을 경우, 떠나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변호사가 있으시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
변호사를 요청하십시오.
서류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이름이나 다른 어떤 사항도 밝히지 마십시오.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가도 됩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예”라고 하는 경우, “묻는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아니요"라고 하는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ICE 집행관이 주머니나 소지품 수색을 시작할 경우,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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