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ICE/CBP 대면 시 해야 할 사항
뉴욕주에서는 미국 이민관세수사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및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을 마주하게 되는 이민자를 위해 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CE/CBP 소속 연방이민단속요원과 맞닥뜨릴 경우:
•
•

•

•

•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도망가거나, 언쟁을 벌이거나,
저항하거나 경찰 업무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떠도 좋을지 물어보십시오. ICE/CBP가 ‘
예’라고 대답할 경우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침착하게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체포될 경우 체포 사유를 물어보십시오. 귀하는 체포
사유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ICE/CBP가 자리를 떠날 수 없다고 말할 경우 귀하는
침묵하고 ICE/CBP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습니다. ICE/CBP에게 “나에게는 침묵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침묵할 권리는 ICE/CBP를 마주하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귀하의 소지품 또는 주머니 수색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무기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ICE/CBP가 귀하의 옷
위로 “몸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항하려
하지 마십시오. ICE/CBP 단속요원들이 귀하에 대한
수색을 시작하면 “나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큰소리를 치십시오.
질문에 대답하기로 했다면 거짓 정보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만료되었거나 위조된 이민 서류를 ICE/CBP
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

•

•
•
•

•

출신지, 거주지, 직장, 학교 위치, 가족 관련 정보,
이민 상태 또는 귀하의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마십시오.
귀하는 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질문에
답변하는 대신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새로운 이주자 지원국
(Office for New Americans) 핫라인 1-800-5667636으로 전화하십시오.
귀하는 영사와 연락할 권리와 또는 ICE/CBP가
영사에게 구금 여부를 알리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구금된 경우 등 긴급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연락할 방법도 본인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구금된 경우 신뢰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의 집에 중요한 서류(
출생증명서, 이민 서류 등)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ICE/CBP가 집에 오는 경우:
•

•

•

요원이 문을 두드리는 경우에는 열지 마십시오.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요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도록
요구하고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영장 여부에 대하여 요원이 ‘예’라고 답하더라도
문을 열지 말고 영장을 문틈으로 밀어 넣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ICE가 발부한 영장은 유효한 영장이 아닙니다.
법원이나 판사의 서명이 있는 영장만 유효합니다.
영장을 확인하는 경우 귀하의 이름, 귀하의 주소 및
서명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유효한 영장은 페이지
상단에 법원의 이름이 있으며 왼쪽 상단 구석에

•

•

“United States of America v. [name of person
to be arrested](미국 대 [체포될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섹션이 있습니다.
ICE가 유효한 영장을 제시하면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ICE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위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ICE의 영장이지만, 법원이나 판사가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ICE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새로운 이주자 지원국
핫라인(1-800-566-7636)에 즉시 전화하여 ICE가
집 문 앞에 있음을 알리십시오.

ICE/CBP가 직장에 오는 경우:
•

未经所有人或管理人员批准，移民局人员不得进入您的工作
场所。

•

如果所有人或管理人员允许ICE/CBP进入，则相关人员可以自
由了解关于您的移民身份的问题。参见上文

报告遇到ICE/CBP的情况或如果您或您所熟识的人需要免费移民律师，请致电提
供私密多语种服务的新美国人办公室热线：

1-800-566-7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