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의 구금 또는 강제 퇴거 발생시
긴급 대처 계획

귀하는 혼자가 아닙니다. 최고의 대응의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계획 준비:
1. 귀하의 가정 내 배우자 및 다른 성인들과 함께, 귀하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구류되었을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는 친구들 및 가족 구성원들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2.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구금될 경우에 귀하의 자녀들을 돌봐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귀하의
자녀들을 돌볼 책임에 대해 그 사람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구류된 사람의 수입 손실 및
지출에 대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분의 자금을 마련해 두십시오.
3. 가능할 경우, 누군가 구류되었을 때의 수입 손실 및 비용에 대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상 자금을
저축하십시오.
4. 귀하가 부재중일 때 귀하의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성인들(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친구, 베이비시터,
이웃 사람들, 또는 다른 학부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추가하기 위해, 시간을 내셔서 귀하 자녀의 학교
비상 연락 정보를 갱신해 주십시오. 귀하 자녀의 학교, 유아원, 아동 보호 프로그램 및 자녀가
참가하는 모든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를 두고 계실 경우, 귀하께서 구류되었을 때 자녀가 미국 이외 지역을
여행하는 데 필요하게 될 미국 여권을 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은 미국 우체국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6. 모든 출입국 관련 문서의 사본을 준비해 두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모든
문서의 사본을 맡겨 두십시오.
7. 부모님이 귀가해야 할 시간에 귀가하지 않게 될 경우에 귀하의 자녀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8. 구류, 또는 구금시에 부모, 또는 보호자가할 수 있는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a. 이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 당국에 연락하십시오.
b.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가 구류되어 있으며 변호사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이 사람, 또는 가족
구성원은 다음 ‘법률 구조 협회 이민부서 직통전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844-955-3425


누군가 구류되어 있으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경우 ICE(전화: 212.264.5085)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www.ice.gov/locator)를 방문해 주십시오.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귀하의 출신국의 가족 구성원 및 전화번호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9. 귀하께서 구류되었을 경우에 연락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 및 가족 구성원의 전화번호를 항상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10. 귀하께서 ICE 직원에게 붙잡힌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귀하께서는 귀하의 이름과 현재 신분을 말씀하셔야 되나, 해당 직원의 다른 질문에 답하거나 귀하께서
내용을 알 수 없는 서류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담당 직원이 귀하의 집을 방문할 경우, 수색 영장이 있거나, 또는 집에 있는 사람이 그들의 진입을
허락했을 경우에만 집 안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ICE 직원들이 수색 영장 없이 귀하의 집에 왔다고
의심될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12. 2년 이상 미국에서 체재했을 경우, 지속적인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모아 보관해 주십시오.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영향이 있기 전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알고 계십시오!
CARECEN에 의해 배포된 문서로부터 법률 구조 협회 이민법 부서에 의해 2017년 2월 26일
마지막으로 수정됨.
www.legal-ai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