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gov/avoid-scams
신뢰하기 전에 확인
이민 케이스를 도와주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 사람인가 확인하십시오.
누가 나의 이민 케이스를 도와줄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1.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민국을 상대할 때 자신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변호사 또는 미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법적
조언이나 그밖에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justice.gov/ eoir/
recognitionaccreditationroster-reports을 방문하십시오.
3. 무료 또는 저렴한 법적 서비스나
인가된 이민 서비스 업체를
찾으려면 uscis.gov/ avoidscams/find-legal-services를
방문하십시오.
4.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친척이나
친구 또는 문서 작성해 주는 사람도
이민국 서류 작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적
조언을 할 수 없으며 오직 저렴한
수수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이란:
n

n

이민 신청서에 질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주는 것.
이민 선택들을 설명하는 것.

이민 수속에 관한 질문에 있을 때
이민국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n

이민국 고객 서비스부로
전화하십시오. 번호는 1-800375-5283 (편의 시설이 요구되는

신체장애 고객들: TTY/ASCII:
1-800-877-8339, 음성: 1-866377-8642);
n

n

n

이민국 가상 도우미 에마에게
물어보십시오. uscis.gov/Emma;
다가오는 행사에 관한 정보는
uscis.gov/outreach; 또는
지역 오피스에서 직원과
면담 예약은 my.uscis.gov/
appointment.

남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이민
사기를 보고!
이민 사기 건을 알고 계시나요?
미연방통상위원회로 연락하십시오.
1.usa.gov/1suOHSS 또는 전화
1-877-382- 4357.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익명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 에이전시로 이민
사기를 보고해도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uscis.gov/avoid-scams/
report-scams.
이민 사기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uscis.gov/avoidscams를 방문하여 팩트를 알아보고
법적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식적인 판단이 최상의 방어입니다
어떤 업체나 웹사이트는 자신들이
이민 전문가인척 행동하거나 정부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사
웹사이트에 현혹되지 마시고 공식
이민국 웹사이트로 바로 가십시오:
uscis.gov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이민 사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uscis.gov/avoidscams/common-scams.
사기성 이메일을 받으시면 USCIS.
Webmaster@uscis.dhs.gov로
전달하십시오.

기억해 두십시오
항상...
n 이민에 관한 정보는 uscis.gov 또는
state.gov방문으로 시작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받으십시오.
n 도와주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또는
인가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십시오.
n 도와주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다면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n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카피를
만드십시오.
n 이민국에서 온 모든 편지와
통지들은 안전하게 보관해
두십시오.
n uscis.gov/tools에서 셀프헬프 툴로 본인의 케이스를
관리하십시오.
n 이민 사기는 즉시 보고하십시오:
uscis.gov/avoid- scams/reportscams.
절대로....
n 이민 신청 양식을 돈 내고 사지
마십시오. uscis.gov/forms 또는
전화1-800-870-3676, 또는 지역
이민국 오피스에 가면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n 기입 안된 양식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하기 전에 모든
항목이 기입되었는가 확인하십시오.
n 허위 정보가 들어 있는 양식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n 이민국이 원본을 원하지 않는
이상 신청 접수했다는 증거로 서류
원본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민 수속 도움을 찾고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릇된 도움에 당할 수
있습니다!
uscis.gov/avoid-scams를 방문하여
팩트를 알아보고 법적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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