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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권리
이민자들의 항의 운동 참가
2020 년 11 월
미국내의 압박에 이민자들은 오랫동안 저항을 해왔으며 주로 흑인사회의 주도아래 저항을
해왔습니다. 정치 참여와 조직결성은 이민자들을 포함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자유입니다. 올해 대규모 흑인 인권 침해시위에 연방 국토안전부, 이민세관국 (ICE) 그리고 로칼 법
집행관들의 참여와 감시로 인해 추후 미래에 데모에 참석하는데 위험부담이 생겼습니다.1
이민자, 그리고 서류미비자들은 구속되거나 범죄 선고를 않받아도 법 집행관들과의 조우로
국외 추방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 자료는 이민자들과 그들의 우호자들에게 그들의 권리

그리고 저항과 시위에 참여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민주주의 내에서
의미있고, 안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게 할겄입니다.

이민자,그리고 서류미비자들은 저항과 시위에 참여시 어떤권리가 있을까요?
• 표현의 자유. 미 수정헌법 1 조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은 귀하가 정치 저항과, 행진,그리고 시위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미 수정헌법
1 조는 또 출판의 자유를 보호 합니다. 이런 자유들은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적용됩니다.하지만 법원은 이민자의 수정헌법 1 조권리를 일관적으로 옹호하지
않습니다. 서류 미비자 들은 법원이 이민자의 수정헌법 1 조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기대할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조심해야 합니다.
• 보복으로서 자유로울수 있는 권리. 수정헌법 1 조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항의의 권리 사용에
관하여 보복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들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이민사회
지도자들과 활동가 그리고 학생들을 구속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당신의 이민신분에
관하여 염려가 있으면, 항의시위에 참가하기전에 위험수반,안전계획에 대한 고려를 하시고,
믿을수있는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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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비권의 권리. 수정헌법 5 조 에 의거해 , 귀하는 법 집행관 ,경찰관 또는 이민국 직원 부터
질문을 받을시, 묵비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 집행관이 질의를 시작하면,귀하의 답변은
“나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 수색동의에 거절할수 있는 권리. 수정헌법 4 조는 귀하가 무모한수색,그리고 압수로 부터
보호해 줍니다.당신은 당신이나 당신의 소유물의 수색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법
집행관이 당신이나 당신의 소유물의 수색을 요구하면, 당신은 명확하게 “나는 이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 집행관은 아래와 같이 돌려 물어서 수색에
동의하는 걸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법 집행관은”호주머니를 비우시오” 혹은 “ 당신의 가방 안에
무었이 있습니까?”라고 물을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얘기할수 있는 권리. 만약에 당신이 구속되거나 구류되어 있으면, 당신은 “ 나는
변호사와 이야기 하기를 원한다,” 라고 간단히 말하시면 됩니다.

항의 시위에 참가할시에 당신을 보호해줄 어떤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항의 시위, 행진, 대회 그리고 다른 공공 데모에 참여시 다음사항을 기억 하세요:
계획준비
• 항의 시위에 참석전에 안전계획을 만드세요. 당신은 1) 유사시 항상 연락이 되는 변호사의
연락처 2) 육아 혹은 다른 필요사항 점검. 만약에 당신이 당신 친구들과 항의 시위에 참여시
서로 안전을 도모 할수있는 계획 수립.
• 도움을 받을수있는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다니세요. 이연락처는 보석금지원이나 법적
도움을 지원하는 단체가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 누가 이벤트를 조직하고, 주최자나 로칼 지원 네트워크 연락처가, 만약에 있으면, 숙지 하세요.
• 시위의 경로와 비상구를 사전 숙지. 2

디지탈 프라이버시 및 소셜미디어 유의사항
• 핸드폰은 집에 두시거나 잠금장치를 풀때 지문이나 얼굴로 풀지않게 변경하세요. 시위참여시
핸드폰을 가져가시면, 먼저 잠금장치를 풀때 지문이나 얼굴로 풀지않게 변경하세요. 법
집행관이 당신의 핸드폰안의 내용을 당신의 동의 없이 열람할수 있습니다.
• 시위에 관해 소통시 암호화돤 메세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세요. Signal 이나 WhatsApp
앱등은 당신의 메세지를 암호화시켜서 타인이 소통하는 메세지를 가로채는것을 힘들게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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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시위에 참여하는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지 마세요. 법 집행관 그리고 이민국직원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감시하고, 올린 계시물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 거주하는 주의 법 집행관의 사진과 비데오촬영 권리행사를 숙지하십시요. 3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사진과 비데오촬영을 어떤주는 허용이 되지만, 다른 주에서는 이 행위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그 촬영물을 법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44.

법 집행관 과의 교류
• 당신이 법 집행관의 질문에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신분은 밣히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거짓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요.
• 만약에 당신이 법 집행관에게 제지를 받으면, 이 장소에서 떠날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만약
된다고 하면, 바로 떠나세요.물어보기전에 떠나지 마세요. 만약에 no 라고 답하면, 당신은
구류되어서, 어떤 질문도 답하시면 않됩니다. 변호사와 이야기 하기를 요청하시고 어느
서류에도 사인을 하지마시고 사소한 정보도 제공하지 마세요.
• 수색에 동의 하지 마세요. 만약에 당신이 몸수색을 당하면 법 집행관에게 당신과 당신의
소유물의 수색에 동의하지 않한다고 확실히 의사표명을 하세요.
• 변호사와 상담후 그 서류를 완전히 숙지하기 전에 절대로 사인하지 마세요. 영어가 서투르 시면
번역본을 요구하세요.
• 당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되도 구속에 저항하거나 힘을 사용하지 마세요. 대신, 이 사건의
팩트를 기록하시고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 변호사와 상의전, 법정에서 혐의에 관해 시인시 어떤 이민 신분변화 결말이 있는지 이해를
하지못하면 혐의에 시인이나 답변을 하지 마세요.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세요.
• 어떤주에서는, 당신의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사전에 당신이 거주하는 주에 구속시 신원을
밝혀야 하는지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숙지하세요.5 만약에 당신이 신원을 밝혀야
한다면, 당신은 주정부에서 발급한 신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미국에서 발행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거짓정보나 급조된 서류를 제출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이민신분, 생년월일,미국 입국날짜,
혹은 다른 입국정보를 제공할필수적인 조건은 없습니다.묵비권을 행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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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서류미비자이면, 타국에서 발부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미국외 타국에서
발부한 신분증명서는 당신이 미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구류시, 타국에서 발부한 여권이나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당신은 변호사가
참석할때까지 묵비권 권리를 행사해 어느 질문도 답하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주의: 미국거주 2 년 미만의 서류미비자들은 2020 년 10 월에 시행된 법안에 의거하여 고속추방
절차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미 연방이민국 요원은 청문회없이 추방절차를 진행합니다). 6
위에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당신이 외출시 어떤 서류를 집에두고, 어떤서류를 가지고 다닐지
결정하세요. 저희는 고속 추방절차관한 당신의 권리와 어떤 서류를 외출시 소지하는거에 대한
모범사례에 대해서 배우기를 권장합니다. 7
• 당신이 영주권자이면, 외출시 영주권을 소지 해야 합니다. 연방법은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항상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증명할수 있는 증서,영주권,을 소지 해야한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위험
• 보복위협. 만약에 당신이 시위참가때문에 법 집행기관에 타겟이 된다고 생각되면 인권
옹호단체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구속과 관련된 팩트와 당신의 구속으로 이어진 사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세요.
• 서류미비자의 이민관련 위험:
– ICE 요원이 시위현장에 있고, 당신이 서류미비자라고 의심되면, 그들은 당신을 구속할수도
있습니다. ICE 의 민감한 장소메모에 의하면, ICE 는 공공시위에 참여한 개인을 구속, 심문,
그리고 수색을 하면 않됩니다.8 그러나 일반 정책인 민감한 장소메모는 시위현장에서
개인을 ICE 요원 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 메모로는 ICE 가 요원을 시위현장에
파견하는것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9 이래서 당신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야기할때 특히
이민신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 법 집행요원과의 조우는 당신이 죄를 범하지 않고 범죄로 기소가 않되도 ICE 와 마주칠수
있습니다.
• 합법이민자가 부딪칠수 있는 위험. 당신이 시위중에 기소되서 유죄로 선고되면, 유죄로
말미암아 이민신분에, 국외추방 포함한, 변화가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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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시위참가 때문에 보복을 받거나타겟이 되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만약에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시위참가 때문에 구속, 구류, 그리고 보복을 받으면,
당신의 로칼 이민자 인권 옹호단체로 연락하세요.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reply@nilc.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밑에 있는 자료를 보세요.

추가자료
• 당신의 주어진 권리와 ICE 나 법 집행요원을 만났을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www.nilc.org/lawenf/ 로 가세요.
• 이민자가 시위시의 권리에 관해서 배우려면, www.nilc.org/demonstrations/ 로 가세요.
• 이민 변호사를 찾으려면
– National Immigration Legal Services Directory (Immigration Advocates Network),
https://www.immigrationadvocates.org/legaldirectory/
– AILA Immigration Lawyer Search, https://ailalawyer.com/
– Find a Service Organization Near You (Informed Immigrant),
https://www.informedimmigrant.com/service-organization-search/
•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경찰이나 이민국에 구류되면:
– 가족이 구류예정이나 추방위험이 있을때 https://www.freedomforimmigrants.org/forimmigrants 로 가세요.
– 로칼 이민자 인권 옹호단체 를 찾으시려면 10 으로 가세요. 10
이 문서는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LA (AAAJ-LA)에 의해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https://www.advancingjustice-la.org.

1

대면: https://www.nbcnews.com/news/latino/federal-immigration-agents-detain-floyd-protester-nyc-n1226086;

감시: https://www.nytimes.com/2020/06/19/us/politics/george-floyd-protests-surveillance.html.
2 데모를 준비할때 더 상세한 정보는 https://www.wired.com/story/how-to-protest-safely-gear-tips/ and
https://www.teenvogue.com/story/how-to-prepare-protest.
3 사진사의 권리에 대한 상세 정보는 https://www.aclu.org/know-your-rights/protesters-rights/#i-want-to-take-pictures-orshoot-video-at-a-protest.
4

디지탈 안전에 대한 상세 정보는 https://unitedwedream.org/2020/06/top-6-digital-security-tips-for-undocu-folks/.

5

각각 다른주의 정보는 https://www.ilrc.org/chart-stop-and-identify-state-statutes.

https://www.ice.gov/news/releases/ice-implements-july-23-2019-expedited-removal-designation.
https://immigrantjustice.org/know-your-rights/know-your-rights-ice-enforcement-actions-and-expandedexpeditedremoval.
6
7

8

https://www.ice.gov/doclib/ero-outreach/pdf/10029.2-policy.pdf. ICE 의 민감한 장소메모에 의하면, 데모,시위,행진시

ICE 는 공공시위에 참여한 개인을 구속, 심문, 그리고 수색을 하지 않는 민감한 장소를 공시 했습니다.
9

https://www.nbcnews.com/news/latino/federal-immigration-agents-detain-floyd-protester-nyc-n1226086.
https://www.informedimmigrant.com/service-organiza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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