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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를 알아 두십시오. 

비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8일 

집에서 

 만약에 출입국 관리관이 집에 찾아오면, 문을 열지 마시고 왜 왔는지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 관리관이 집으로 찾아오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요청하세요. 출입국 관리 당국이 서명한 추방 영장은 수색 영장과는 다른 영장입니다. 

 만약 ICE 관리관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가지고 있으면, 문 밑으로 끼워 넣거나 창문을 통해 볼 수 있게 올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문서 윗부분과 서명란을 보시고 법원에서 발부했고 판사가 서명한 영장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출입국 관리관이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 집으로 찾아오면, “I do not consent to your entry” (출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세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관에게 말하거나 관리관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보여주지 마세요.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절대로 문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일터에서 

 수색 영장이나 고용주의 허가없이 출입국 관리관은 일터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의 허가가 있으면 출입국 관리관은 당신의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출입국 관리관에게 이름을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제공하면 후에 가족이나 변호사가 여러분의 위치를 추적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관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I wish to talk to a lawyer” (변호사와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출입국 관리관에게 출생지와 이민 신분을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관에게 이민과 관련한 서류를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민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I wish to talk to an attorney” (변호사와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보여주지 마세요.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절대로 문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길거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관과 이야기하거나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관에게 자리를 떠나도 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차분히 묵비권을 행사하세요. 

 출입국 관리관에게 출생지와 이민 신분을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국적을 시사하는 서류를 보여주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관의 수색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출입국 관리관이 심문을 위해 정지 시켰지만 체포는 하지 않는 

경우, 신체와 소지품 수색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관리관이 당신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 

옷 위로 몸수색 (pat-down)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구금 혹은 수감이 된 경우,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 

변호사가 없더라도, 관리관에게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보여주지 마세요.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절대로 문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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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병원, 혹은 예배 공간에서: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 국토 안보부) 정책에 따르면 신중을 요하는 민감한 

장소에서의 이민법 집행은 대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이민법 집행은 적절한 감독관의 사전 동의를 

거쳤거나 급박한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신중을 요하는 민감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허가 받은 탁아소, 유치원 그리고 기타 조기 교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포함한 고등 교육 

기관; 학구적인 혹은 교육 관련 활동이나 행사,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 동안의 표지판이 있고 관리관에게 알려진 학교 

버스 정류장 

 의료 및 건강 관리 기관: 병원, 개인병원, 승인된 진료소, 및 응급 치료 기관 

 예배 공간: 교회, 유대교 회당, 회교 사원 및 절 

 종교적 혹은 사회적 의식: 장례식 및 결혼식 

 공공 시위 도중: 행진, 집회, 혹은 퍼레이드 

권고사항/조언 

 “Know Your Rights”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고 출입국 관리관에게 정지 당하게 되면 보여주세요. 

 가족, 친구, 변호사의 전화 번호를 외워 두십시오. 재정, 건강 등과 관련한 중요한 서류를 정리하시고 사본을 만들어 

두십시오.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녀 보육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아이의 학교 비상 연락망을 갱신 하세오. 

 친구와 가족들에게 ICE 구금자 위치 조회 (detainer locator)와 구금 시 ICE에 전화 하는 방법을 숙지 시키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초등 및 중고등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ACLU가 이슬람 교도를 위한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을 때 할 일”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 집행과 관련한 활동, “민감한 장소” 메모 위반 및 차별 사건들을 기록 하시고 보고하세요. 

법률 서비스/자료 

 Penn State Law’s Center for Immigrants’ Rights Clinic, 법률 서비스 리스트 

 Centre County Women’s Resource Center, Civil Legal Representation Project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directory 

 The National Immigration Project of the National Lawyers Guild’s online tool 

 저비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미국 법무부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와 기관 리스트 

지역 경찰과 정부는 어떤가요? 저는 안전한가요? 

 2017년 1월 9일, 스테잇 칼리지 자치구 (Borough of State College)는 이민과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민은 연방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인종, 종교 및 기타 허용될 수 없는 이유를 바탕으로 한 

개인 등록 시스템에 반대하고, 피해자와 증인에게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경찰 관행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스테잇 칼리지 경찰서는 수정된 차별 반대 및 이민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정된 정책은 통칙 

상 경찰서는 이민 신분과 관련한 정보를 묻거나 수집하지 않으며 진행중인 형사 사건 수사에 필요 시를 제외하고 

비시민권자를 연방 정부에 보고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3일, 퍼거슨 군구 (Furguson Township)는 이민법과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인종, 종교 

및 기타 허용될 수 없는 이유를 바탕으로 개인을 배제시키거나 추적하는 것을 반대하고, 사건 수사에 필요하거나 공공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경찰 관행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퍼거슨 경찰서장은 

증인이나 피해자에게 이민 신분을 질문하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은 경찰에 연락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https://www.nilc.org/issues/immigration-enforcement/everyone-has-certain-basic-rights/
https://locator.ice.gov/odls/#/index
https://www.aclu.org/issues/immigrants-rights/know-your-rights-discrimination-against-immigrants-and-muslims?redirect=feature/know-your-rights-discrimination-against-immigrants-and-muslims
https://pennstatelaw.psu.edu/practice-skills/clinics/center-immigrants-rights
https://pennstatelaw.psu.edu/sites/default/files/documents/pdfs/Immigrants/Legal%20Services%20Providers%20-%202-9-17.pdf
http://ccwrc.org/wp-content/uploads/2016/12/CLRP-brochure.pdf
http://www.ailalawyer.com/
https://www.nationalimmigrationproject.org/find.html
https://www.immigrationlawhelp.org/
https://www.justice.gov/eoir/list-pro-bono-legal-service-providers-map
http://www.statecollegepa.us/DocumentCenter/Home/View/17545
http://www.statecollegepa.us/DocumentCenter/Home/View/17545
https://pennstatelaw.psu.edu/sites/default/files/documents/pdfs/Immigrants/SCPDFAQ%20Document.pdf
http://ecode360.com/documents/FE3697/public/343465861.pdf
http://vp.telvue.com/preview?id=T04959&video=307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