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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교도소 및 구치소의 이민자를 위한 가이드:
석방일에 앞서 예상 가능한 사항
ICE가 나를 체포하려고 할까요?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

ICE가 내가 이민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치소에 입건 시 모든 사람의 지문이 ICE에 제공됩니다. 어떨 때는 출생지 등 귀하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합니다. ICE 요원이 귀하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구치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면담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ICE가 어떻게 나를 체포하려고 할까요?
• 유치 / 구금 요청 : 캘리포니아에서 법 집행 기관은 ICE가 귀하를 데리고 가도록 하기 위해 석방일이 지나도록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주법 또는 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알리십시오.
• 통지 / 이송 요청 : ICE는 석방 시 귀하를 체포하기 위해 구치소/교도소에서의 석방 날짜에 대한 요청을 법 집행 기관에 보낼 수 있습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ICE가 나를 체포하려고 (유치 / 통지 / 이송) 요청을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구치시설에서 귀하에게 반드시 ICE 요청의 사본을 주어야 합니다 . 받으면 귀하의 형법
변호사에게 알리십시오!

»

석방 또는 가석방 날짜 이전에 ICE 요원이 면담하기 위해 구치소 / 교도소에 올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트루스 법 (California TRUTH Act)에 의하면 구치소 / 교도소는 ICE가 면담을
하러 오기 전에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면담에 동의하는 지 동의하지 않는 지
묻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의 권리를 아십시오!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묵비권
• ICE와의 면담을 거부할 권리
• 면담에 변호사가 동석할 권리
• ICE (유치 / 구금 / 통지 / 이송)요청의 사본
을 받을 권리

• 이 서류는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 (1)면담을 거부하거나, (2) 동의하지만 변호사의 동석을 요청하거나 (3) ICE와 면담하기로 문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급법원 판사가 내 형사 사건에서 보석금을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

보석금을 지불하기 전에 형사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ICE는 보석금을 납부하면 귀하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인이 귀하의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

일부 보석금 회사는 ICE 구금자에 대한 보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보석금을 내고 나가서 ICE에 구금되는 경우, 귀하가 보석금을 잃지 않고 관련 체포 영장을 피하게 변호사가 노력할 수 있도록, ICE에
구금되어 있다고 최대한 빨리 형사 변호인에게 알리십시오.

구치소 / 교도소에서 석방된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에 있는 경우, CDCR은 석방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5 일 전까지 ICE에 석방할 계획을 세우거나 ICE가 도착할 때까지 석방을
지연시키는 서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석방 일에 ICE가 구치소 / 교도소에서 귀하를 체포하거나 밖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 구치소 / 교도소에서 ICE에 알리지 않더라도 ICE가 석방 시 기다릴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친지는 그 체포 사실을 문서화하고 최대한 빨리 현지 신속 대응 핫라인에 전화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참조).

»

구치소 / 교도소에서 체포되지 않은 경우 ICE는 귀하를 자택에서 체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ICE는 귀하의 자택에 유효한 사법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영장이 없습니다 (ICE 영장으로는 불충분합니다). ICE가 사법 영장이 없으면(ICE에게 문 밑으로 영장을 밀어 넣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1

ILRC | THÁNG 3 NĂM 2021

친지가 나를 도와도 되나요?
»

친지에게 석방일시를 업데이트 해주어야 합니다.

»

석방 예상 시간 전에 친지가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친구, 가족 및 변호사의 전화 번호를 기억하여 귀하의 이민 사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 경우 형사범죄 또는 기타 중요한 문서의 사본을 주십시오. 귀하의 이민 사건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석방 시 ICE가 나를 체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

가장 가까운 ICE 처리 센터로 이송됩니다.

»

ICE 처리 센터에서 면담을 하고 서류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권리를 아십시오!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
다.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거
부할 권리)

경고: 이전에 추방되었거나 특정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사 앞에 가지 못하고 자동으로 추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모국에서의 위험이 두렵다면 ICE 경찰관에게 추방이 두렵고 망명을 원한다고 말하십시오.

»

한 번(1)의 무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명 거부)
•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싸우기를 원한다면 :
• 이민 판사에게 갈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
명하지 마십시오.
• 추방당할 국가에서 위험에 처할 것이 두렵다
고 경찰에게 말하십시오.

ICE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

다음을 ICE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인정 하에 석방 (출두하고 준수하겠다는 약속)
• 보석금을 내고 석방 (출두 및 준수를 위한 재정적 보증)
• 친지와 최대한 가까운 지역 시설에 구금 (가능한 경우)

»

ICE가 보석금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민 판사에게 보석금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ICE가 나를 체포하면 누구에게 전화해서 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하다면, 형사범죄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이민 변호사와 미리 상담합니다.

»

이민 변호사가 있는 경우 체포될 때 전화를 걸어 ICE 경찰에게 그 변호사와 전화하라고 말하십시오.

»

ICE가 체포한 날에 이민 변호사가 없는 경우 귀하 또는 친지는 현지 신속대응 네트워크 (Rapid Response Networks)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에 전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속대응 네트워크 (Rapid Response Networks)는 자원 봉사자와 지역 사회 기반 단체로 구성되며 ICE가 체포하는 날 긴급 지원을 제공합니다.
• 귀하 또는 귀하의 친지는 ICE가 귀하를 체포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신속대응 네트워크에 전화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의 모든 신속대응 네트워크 목록은 https://ccijustice.org/services/california-rapid-response-networks/에 있습니다 (아래에도

CALIFORNIA RAPID RESPONSE HOTLINES
캘리포니아 신속대응 네트워크
콘트라 코스타(Contra Costa): 925-900-5151
라메다 (Alameda) (ACILEP): 510-241-4011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415-200-1548
샌마테오(San Mateo): : 203-666-4472
험볼트(Humboldt):
707-282-5226
노스베이(North Bay):
707- 800-4544

산타클라라(Santa Clara): 408-290-1144
파자로 밸리(Pajaro Valley): 831-239-4289
(산타크루즈 카운티)

(소노마, 나파 및 솔라노 카운티)

몬터레이(Monterey): 831-643-5225

새크라멘토(Sacramento):
916-245-6773

밸리 워치(Valley Watch): 559-206-0151

마린(Marin): 415-991-4545

남부중앙해안(Southern Central Coast):
(805) 870-8855

웨스트 마린(West Marin):
415-320-4826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한인타운: 323-894-1504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888-624-4752
보일 하이츠: (323) 922-5644
롱비치: 562-269-1083
인랜드 연합(Inland Coalition):
909-361-4588
(샌버나디노 및 리버사이드 카운티)

오랜지 카운티: 657-210-0157
샌디에고: 619-536-0823

프레즈노, 샌 호아킨, 머세트, 스테니슬라우스 및 컨 카운티)

(산타바바라, 벤투라 및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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