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미국이민국 케이스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항상 미국이민국 앞에서 자신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식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민국 양식을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로 작성하는
것을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료로
이 일을 하거나 약간의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특정인들만 귀하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미국이민국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n 이민국 양식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 및
n 귀하에게 어떤 이민 옵션이 있을 수 있는가.
법적으로 귀하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미국이민국에서 귀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n 변호사 및
n 이민항소위원회(BIA)의 인가를 받은 비변호사
대리인.
변호사 및 이민항소위원회(BIA) 인가 대리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www.uscis.gov/avoidscams를
방문하십시오.
변호사, 공인 대리인 또는 어떤 경우에는 교수의 직접
감독 하에 인가된 미국 법대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이민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www.uscis.gov/avoidscams를 방문하십시오.
공증인과 이민 컨설턴트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못하며
미국이민국에서 귀하를 대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공증인은 모두 변호사들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공증인은
변호사일 필요가 없으며 다른 나라의 “공증인”과 같이
법률 자문을 제공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무료이거나 저렴한 유면허 변호사나 이민항소위원회
(BIA) 인가 대리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자문 제공처 목록을 원하시면
www.uscis.gov/avoidscams를 방문하시거나
미국이민국의 1-800-375-5283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나를 돕는 사람이 법률 자문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나 이민항소위원회 인가 대리인이 미국이민국에서
귀하를 대리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시려면 www.uscis.gov/avoidscams
를 방문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민항소위원회 인가
대리인인지 알아내려면, 미국이민국의 현지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또는 이민항소위원회(BIA) 웹사이트 www.
justice.gov/eoir/statspub/raroster.htm에서 현재
인가를 받은 사람들의 목록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이민 사기 수법은 어떤 것들인가요?
사기꾼들은 종종 너무 좋아서 믿겨지지 않는 약속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부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거나
영주권이나 노동허가와 같은 이민 혜택을 아주 빨리
받게해줄 수 있다거나 수혜 자격이 없는 혜택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아주 근사해 보이는 웹사이트에 넘어가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전화번호부, 전단 및
점포 사인판으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하여 광고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국과 신문을 이용할
수도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이 그들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변호사인지 아니면
이민항소위원회 인가 대리인인지 알아보십시오.
이민 사기의 피해자인 경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귀하나 아는 사람이 이민 사기의 피해자인 경우,
www.ftc.gov/complaint 또는 1-877-382-4357의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또한 이민 사기를 주 검찰총장실, 다른 주정부 기관 또는
해당 주 변호사협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사기를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해당 주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www.uscis.gov/avoidscams에서
사기를 신고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이민 사기로부터 보호하십시오.
www.uscis.gov/avoidscams에서 또는 미국이민국의
1-800-375-5283번으로 연락하여 사실을 배우고
법적인 도움을 찾으십시오.

항상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 미국이민국
(USCIS)과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귀하를 대리하게 하시는 경우, 특정인들만
이민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미국이민국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십시오.

기어해야 할 사항
공식 정부 웹사이트로부터 이민 정보를 입수하십시오. 연방
정부기관의 웹 주소에는 “.com”이 아니라 “.gov”가
포함됩니다.
귀하의 이민 양식 작성을 도운 사람에게 지불할 때에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때때로 사람들은 귀하를 속이고 돈을 빼앗기

귀하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미국이민국에서 귀하를
대리하는 사람이 변호사이거나 이민항소위원회(BIA) 인가
대리인인지 확인하십시오.

위해 “이민 전문가”를 사칭합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미국이민국에서 온 모든 서신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항상 귀하를 위해 준비되거나 제출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보관하고 미국이민국 수령 통지문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이 수령증은 귀하의 신청서나 청원서를 미국이민국에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신청 수수료 및 기타 요건에 대해서는 미국이민국 양식
작성요령을 점검하십시오.
귀하의 케이스 현황을 무료로 점검하려면 www. Uscis.
gov를 방문하거나 1-800-375-5283번으로 전화
문의하십시오.
불법 행위나 이민 사기를 연방거래위원회(FTC), 주
검찰총장실 또는 주 변호사협회에 신고하십시오.
빈 미국이민국 양식을 위해 지불하지 마십시오. 모든
미국이민국 양식은 무료이며 www.uscis.gov나 미국이민국
현지 사무소에서 제공됩니다.
빈 양식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양식을 완전히 작성한
후에 양식에 서명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양식을 작성하도록 귀하를

허위 정보가 기록된 양식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모든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한지 확인한 후에 서명하십시오.

돕겠다고 제의하며 또한 선의로 그렇게 할

귀하의 문서 원본을 다른 사람이 소지하게 하지 마십시오.

수 있지만 이민법이나 절차에 대한 자문을

귀하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이민
양식에 서명하기 전에, 그것을 세심히 읽고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공할 자격은 없습니다.

잘못된 도움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 사기를 경계하십시오

이민을 위한 도움을 찾을 때, 잘못된 도움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www.uscis.gov/avoidscams에서 또는 미국이민국의
1-800-375-5283번으로 연락하여 사실을 배우고
법적인 도움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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