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문서 취급에 주의하십시오. 연방정부가
문서를 요구한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원본문서를 아무에게도 주지 마십시오.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uscis.gov/forms/
file-my-application-online-e-filing/how-do-i-know-if-i-needoriginal-documents. 원본문서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믿을만한 사람에게
문서를 번역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귀하가 문서
내용이나 문서 제출 사유를 알지 못하면,
컨설턴트가 문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 전화사기를 조심하십시오. 연방 출입국관리소
직원인체하는 전화사기에 속지 마십시오.
□ 닷컴 웹사이트를 조심하십시오. 이민 자격
신청서나 청원서 작성을 단계적으로 안내하는
일부 웹사이트는 연방 이민당국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허위 주장을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항의서를 제출하고자
하십니까?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Public Inquiry Unit, P.O. Box 944255
Sacramento, CA 94244-2550또는 G
http://oag.ca.gov/contact/consumer-complaintagainst-business-or-company.
 United State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
(USCIS) 1-800-375-5283
http://www.uscis.gov/avoid-scams
 Federal Trade Commission
1-877-FTC-HELP (1-877-382-4357)
http://www.consumer.ftc.gov/features/feature0012-scams-against-immigrants
 귀하의 거주 지역검사 또는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이민 컨설턴트가 $100,000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916) 653-4984
http://www.sos.ca.gov/business/sf/bond_search/

면허가 없으면서 이민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인가 받지 않았으면서 인가 받았다고
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멀리 하십시오. 변호사가
아닌 자는 USDOJ가 인정하는 기관의 공인
대리인만이 귀하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이민
소송에서 귀하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공인된 자인지 확인하려 할 때,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U.S. Department of Justice
http://www.justice.gov/eoir/ra/raroster-orgsreps.pdf
캘리포니아 주에서 변호사업 면허를 가진
변호사인지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입력하십시오.
http://members.calbar.ca.gov/fal/MemberSearch/QuickSearch
 주의: 타 주의 면허를 가진 변호사는
귀하를 도와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의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이민 사기 G
여러분의 권리를 G
알아두세요!

변호사 찾기에 도움이 필요할 때:
 State Bar of California
1-866-442-2529 (866-44-CA-LAW)
http://www.calbar.ca.gov/Public/LawyerReferral
ServicesLRS.aspx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근처의
법률구조기관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미국 법무부 이민 항소위원회 사이트
http://www.justice.gov/eoir/probono/states.htm
 http://www.immigrationlawhelp.org/
 lawhelpca.org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에 관한 일반 정보:
 http://www.uscis.gov/immigrationaction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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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지위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변호사
선임에 주의하십시오. 변호사 또는 공인
대리인(U.S Department of Justice[미법무부, USDOJ]가
승인한 기관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만이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이민 법정에서 귀하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자칭 공증인 또는 법무사라고도 하는 이민
컨설턴트들은 변호사 또는 공인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법정에서 귀하를 대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민
컨설턴트는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미국 이민국, USCIS) 서류 상의 질문에
대한 귀하의 답변을 번역하거나, 법정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복사하거나, 귀하가 요구할 때 그
서류들을 USCIS에 제출하는 등의 비 법률적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민 컨설턴트를 고용하기로 결정하시는
경우, 사기꾼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자들로 인해
수천 달러를 빼앗기거나 귀하의 이민자격에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파렴치한 컨설턴트들이 흔히 행하는 사기행위:
 USCIS나 다른 정부기관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함. 귀하의 신청서를 우선
처리하거나, 망명, 취업 허가, 추방 유예 또는
기타 이민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호사인체하며 법률 상담을 제공함. 오직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만 귀하의 이민 신분
변경 자격 여부나 적절한 서류 선택, 또는
귀하의 법정 출두에 관한 상담 등의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민 컨설턴트는
법적으로 이런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의 면허를 받은
경우 외에, 귀하를 변호사에게 위탁하면서
비용을 청구함. 그들이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866) 442-2529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사이트에서 공인 위탁 서비스를 찾으십시오.
http://www.calbar.ca.gov/Public/LawyerReferralServices
LRS.aspx

 귀하가 모르는 사이에 허위 또는 위조 문서를
제출하거나, 귀하에게 신청서나 USCIS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설득함.
 귀하의 원본문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문서를 되돌려 받으려면 돈을 내라고 요구함.
 가짜 체납 세금, 또는 정부에서 요구하지 않는
기타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함.
 귀하가 자격이 없는데도 정치적 망명 신청서
제출 등, 말도 안 되는 신청서를 제출함.
이민 소송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구할 때 해야
하는 질문:
1. 그 사람이 귀하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귀하의 소송 건에 관한 조언
제공, 작성해야 할 서류 선택, 또는 이민
소송절차에서 귀하를 대변함)? 그렇다면, 그
사람은 (a)변호사업 자격이 있는 변호사, 또는
(b)연방 이민 법적 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변할
허가를 USDOJ로부터 받은 공인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a. 만약 그 사람이 변호사라고 주장한다면, 어느
주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주 변호사
번호를 물어보고 주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하고 그 자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 http://members.calbar.ca.gov/
fal/MemberSearch/QuickSearch
b. 그 사람이 USDOJ의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일하는 공인 대리인이라고 주장한다면,
USDOJ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하십시오.
http://www.justice.gov/eoir/ra/raroster.htm
2. 그 사람이 이민 컨설턴트라고 주장합니까?
그렇다면, 그 자는 귀하가 이민 지위 변경
자격이 있는지 조언을 하거나, 귀하를대신해
이민 서류를 선택하거나 이민 소송에 귀하를
대신하여 출두할 수 없습니다.
이민 컨설턴트를 이용하는 경우의 체크리스트:
□ 이민 컨설턴트는 $100,000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컨설턴트에게 채권 증서를
달라고 하고, 그것이 유효한지 국무장관에게

확인하십시오. ((916) 653-4984번에
전화하거나 http://www.sos.ca.gov/business/sf/
bond_search/에서 확인하십시오) 채권번호를
증거물로 기록해두십시오.
□ 빈 문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 무엇이든 서명을 하거나 돈을 지불하기
전에 귀하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십시오. 귀하에게 즉각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심하십시오.
□ 귀하가 사용하는 언어로 서면 계약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컨설턴트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 귀하의 사용 언어로 된 서면 계약서를
받으십시오. 약속 받은 모든 서비스와
지불하기로 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문서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마십시오.
□ 계약서에 서명하고 72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비용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문서의 영수증과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귀하가 지불한 금액과 지불한 방식이
적혀 있고 컨설턴트가 서명하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계약서와
영수증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컨설턴트는
귀하를 대신하여 제출한 모든 문서의 사본을
귀하에게 주어야 하며, 여기에는 컨설턴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무료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지 마십시오. 가령,
USCIS 웹사이트 http://www.uscis.gov/forms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거나 1-800-870-3676번으로
USCIS에 전화하여 주문할 수 있는 서류가
그러한 예입니다. 이런 서류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웹사이트를 조심하십시오.
□ 귀하의 서류를 더 빨리 접수할 수 있다고
하며, USCIS보다 더 많은 접수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USCIS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USCIS 접수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보시려면
1-800-375-5283번으로 전화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