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요원들이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야 하나요?

ICE나 경찰 에게 사법부 판사가 귀하의 주소지에서 누군가를 체포할 것을 명령한 

구속 영장이 없다면, ICE 요원이  집으로 들어 오는 것을 허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 문을 여시기 전에 문 밑 틈을 통해서 영장을 전달해 달라고 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ICE는 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을 열었다고 하여 꼭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ICE 자택 체포 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십시오

지인이 ICE에게 체포된 경우, 비상 계획을 세우세요. ICE에 대한 귀하의 권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소를 참조하세요 
immdefense.org/ice-arrests KYR@immdefense.org.

뉴욕시 내에서 ICE불시단속 신고를 원하시면, IDP 212-725-6422

ICE요원들이 제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떠나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도망을 치거나 체포에 저항하지 마세요. “I do not want 

to answer any questions” (저는 질문에 대답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연락처를 남기고 가라고 요청하세요.

요원들이 허락 없이 집으로 들어왔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I do not consent 

to this. Please leave the house” (저는 당신이 제 집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

영장을 문 밑 
틈으로 넣어주세요

저는 질문에 
대답하기 싫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집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

ICE는 모든 방을 돌아 다니면서 집에서 특정 사람이나 물건을 
찾으러 다녀도 되나요?

ICE에게 사법부 영장이 없는 경우,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집이나 소지품을 

수색할 수 없습니다. 요원들이 집에서 수색을 시작할 경우 이렇게 말씀하세요: “I do 

not consent to this search. Please leave the house.” (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

특히 문서를 찾거나, 가져가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 말을 

반복하십시오. 

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

제 서류들을 
가져오기 싫습니다

어느 것도 드리기 
싫습니다

ICE가 집에 들어오는 경우 주요 권리와 세부 사항을 기억하기 위해 이 포스터를 집 문에 붙여두세요!

ICE요원들이 제 집에 있을 경우, 무엇을 알아두어야 하나요?

다음 중 해당되는 경우를 요원들에게 즉시 알리세요: *집에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을 경우. *본인이 아프시거나, 

약물 복용 중이쉬거나, 모유 수유 중이시거나, 임신 중이신 경우. * 본인이 누군가의 보호자이며 보호 준비를 

해야할 경우.

ICE가 제 집 안으로 들어올 경우, 어떤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하나요?

본인 또는 지인께서  ICE요원들의 집 안에서의 취한 행동들을 관찰하시고, 변호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CE요원들이 떠난 후 이 문서 뒷 면 을 사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기록해놓으세요.

그림 및 자료 © IDP 2020

ICE 요원들이 제 집에 올 경우, ICE 요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ICE 요원이 일반 경찰을 사칭하고 신원 도용이나 현재 진행중인 수사에 관해 질문이 있다며 속이는 
경우가 잦습니다. 만약 문 앞에 있는 요원이 경찰 (Police) 이라고 한다면, 명함이나 체포 영장을 문 밑으로 넣어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특정 신분증이 지정된 압수수색 명장이 없을 경우, ICE요원들에게 귀하의 여권이나 

영사관 신분증을 제공하지 마세요. 이들은 추방 절차를 서두르기 위해 체포를 진행하는 

동안 여권 등의 문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I don’t want to bring my documents” 

(제 서류를 가져오기 싫습니다.) 또는 “I don’t want to give anything over.” (어느 

것도 드리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만료 되었거나 허위 발급된 서류를 제공하지 

마세요. 

http://immdefense.org/ice-arrests


지인이 ICE에게 체포 된 경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인이 ICE에게 체포된 경우, 비상 계획을 세우세요. ICE에 대한 귀하의 권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immdefense.org/ice-arrests 에서 보실 

수 있으며, 해당 질문은 KYR@immdefense.org로 이메일로 보내세요.

지인의 위치를 추적하시려면: 인터넷을 통해 locator.ice.gov 에 접속하시거나 www.ice.gov/detention-facilities에서 특정 시설의 

전화번호를 참고하세요.

지인의 법원 날짜를 알아보시려면: 이민 법원 번호 800-898-7180로 전화하세요. 접속 시 모든 이민 서류에 표시되는 8자리 또는 9자리 숫자인 

외국인 번호 (“케이스 번호” 또는 “A#”)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체포되기 전에 A# 번호가 없었다면, 체포 후 배정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지인께서 이민 판사를 볼 권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추방된 후 이민국 허가없이 다시 입국한 경우). 구금된 

지인께서 이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고 뉴욕시에 살면 뉴욕 이민자 가정 결합 프로젝트 (NYIFUP)를 통해서 무료 변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이민 보호 프로젝트의 헬프 라인 (212-725-6422)에서 범죄 기록으로 인한 이민 소송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ICE요원들의 체포 시 행동들을 아래 문서를 통해 기록하세요. 지인의 변호사가 이 정보를 사용하여 이민 소송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앞에서: 

날짜:       시간? 

요원 수?     요원 이름: 

총을 들거나 무기를 만졌나요? 

요원들의 제복은 어떻게 요원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어있던가요?

요원들은 본인들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지 말 했나요? 

요원들이 영어로만 말했나요, 아니면 그들 중 누구는 당신에게 당신의 모국어로 말했나요?

ICE는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말을 했나요? 어떤 언어로 말 했나요? 

누구를 찾는지 말 했나요?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ICE요원들이 창문이나 집 뒷쪽에도 있었나요?

요원들이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했나요? (예: 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큰 소리로 위협을 하거나, 사람을 만지거나, 미는 

행동?

요원들이 들어왔을 당시 누가 문을 열었나요? 문을 연 사람이 만16세 미만이었나요? 만 16세 미만인 경우, 몇 살 이었나요?

ICE가 집 안으로 들어온 후:

구두로 요원들의 출입을 거부 했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원들의 출입을 거부했을 경우, 요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구두로 수색을 거부했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원들의 수색을 거부했을 경우, 요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요원들은 이민국 출신이라는 사실을 언제 말했나요 (체포 전, 후)? 

요원들이 누군가한테 소리를 질렀나요? 

집 안에서 요원들은 무기를 들거나 만졌나요? 그랬을 경우, 자신들이 ICE라고 사전에 말했었나요? 

그들은 누구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까? 

요원들은 침실에 들어갔습니까? 전에 허락을 받고 들어갔었나요? 

옷장이나 서랍장을 수색했나요? 허락을 받고 수색했나요? 

집에 어린이가 있음을 말했나요? 요원들은 어떻게 했나요? 

어린이 앞에서 누군가에게 수갑을 채웠나요? 

보육이나 의료 문제와 같은 우려를 제기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반응 했나요? 

서류 사진을 찍었나요? 찍었다면, 누구의 것을 찍었나요? 요원들이 서류를 애초에 어떻게 해서 얻었나요? 

지문을 채취했나요? 찍었다면, 누구의 지문을 채취했나요? 

뉴욕시 내에서 ICE불시단속 신고를 원하시면, IDP 212-725-6422번으로 전화해주세요. © 2020 IDP

http://locator.ice.gov
http://www.ice.gov/detention-facil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