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저를 법적으로
변호할 수 있나요?
귀하를 법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사람:
• 자격증이 있는 이민 변호사. 합법
적인 비영리, 종교, 사회봉사 단체
및 이러한 단체에 소속되고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가 인가한
대리인.
• 변호사 감독하의 법대 학생과 같이
자격 있는 대리인. 이러한 도움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기억하십시오. 이민 수속 대행사는
변호사도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가 인가한 대리인도 아닙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뉴욕주 검찰 청장실

• 뉴욕주 이민 직통전화:
1-800-566-7636
• 시민 상담소 이민 프로그램:
718-731-3114
• 미국 이민국: 1-800-375-5283 또는
www.uscis.gov
• 적법한 이민 수속 대리인 및 단체의
명단을 얻으려면,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 를 방문하십시오:

이민 서비스 사기:
귀하의 권리를
아십시오!

www.usdoj.gov/eoir/statspub/raroster.htm

• 무료 법률 서비스 명단을 얻으려면,
미 법무부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usdoj.gov/eoir/probono/
states.htm

상대를 아십시오! 결정을 하기 전에 증
명서, 자격증 및 경험에 관해 물어보십
시오.

이민 사기의 피해자인 경우, 뉴욕주 검찰
212-416-6149
청 직통전화 1-800-771-7755로
전화하거나
www.ag.ny.gov 를 방문하십시오.

Notario Público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일부 라티노 지역사회에서, 공증인의 권
위에 관한 혼동을 이용한 사기가 발생
합니다. “공증인”을 스페인어로 번역
하면 “notario publico” 또는 “notario”
이며 일부 스페인어 국가에서는 변호사
란 의미도 됩니다. 이러한 오해를 이용
하여 귀하를 악용하려는 부도덕한 “공
증인”을 조심하십시오.

저희는 귀하의 체류 신분에 관해
질의하지 않으며, 알게 될 경우,
법에 따라 검찰 청장실은 이러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합니다. 뉴욕
주 이민자 여러분께서 자신 있게
불만사항을 검찰 청장실에 접수
하십시오.

앤드류 엠. 쿠모
(Eric T.Schneiderman) 검찰청장

이민 사기에
주의하십시오

뉴욕주
검찰 청장실
주 수도
알바니, 뉴욕주 12224
뉴욕 주민 귀하:
저희 이민자 사회는 뉴욕주의 풍부한 문화적 직물
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민자들의 기여 덕택에 뉴
욕주가 다양성, 성취 및 기회의 세계적인 수도로
괄목 받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체류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하려는 많
은 이민자가 사기성 이민 수속 대행사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 결과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본 안내책자는 법에 따른 귀하의 권리와 선택사항
을 홍보고자 디자인되었습니다. 뉴욕에서 귀하의
미래를 건설하면서 귀하를 보호하도록 본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그린 카운티의 크리스틴 오와드가 일
년 안에 그린카드를, 몇 달 안에 노동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공언했을 때, 수백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응답하여 오와드의 이민 수
속 서비스를 위해 최고 $4000을 지불했습니
다.
그러나 검찰 청장실의 조사 결과, 폭넓은 경
험의 이민 수속 대행사로 위장한 오와드는 이
민법의 허점을 이용한 그린카드와 노동허가를
거짓으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오와드는 미국 이민국(USCIS) 내에 특별한 친
분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부정직하게 주장
했습니다. 심지어 오와드는 이민 서류 양식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서류가 접수될 것
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개월 후, 의심 없던 피해자들은 신청서가 거
부된 것을 발견하였고 거액의 수수료를 잃어
버렸습니다.

미국 이민국(UCIS) 사람들을 잘 압
관한 허위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여
갖추게 할 수 있습니다.
현금만 받습니다.
결과를 장담합니다.

어떻게 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나요?
모든 이민 수속 대행사는 귀하가 이해하는 언어로 작
성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요구됩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근무일 3일 내에 벌칙 또는 벌금 없이 계약을 취
소할 권리.
• 정부에 접수된 각 문건의 복사본을 받을 권리.

불만사항에 대응하고자, 검찰 청장실은 크리
스틴 오와드를 고소하여 피해자에게 환불하라
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냈습니다.

•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원본 문건을
되돌려받을 권리.

비양심적인 변호사 또는 불법 이민 수속
대행사는 종종 “급행수속” 또는 비밀
적인 합법화를 약속합니다. 주의하십시
오! 결과는 심각합니다. 체류 신분을 영
구적으로 손상하고, 수천 불을 잃고 미
합중국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및 법정 업무를 하는 행위.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민 수속 대행사를 주의하
십시오.

앤드류
엠. 쿠모
Eric T.Schneiderman

• 저희는
니다.
• 귀하에
자격을
• 저희는
• 저희는

• 저희는 그린카드, 노동허가 또는 미국 비
자를 수 주일 안에 받게 해줄 수 있습니
다.

법에 따라 이민 수속 대행사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
지되어 있습니다.

• 특별한 혜택을 약속하거나 보장을 장담하는 행위.
•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행
위.
•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
• 이민국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거
나 귀하의 체류 신분을 손상하는 행위.

귀하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민 수속 대
행사를 고소하여 법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