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관련 지원 
  

이민 관련 공식 정보를 얻는 방법과 믿을 만한 정보 출처에 대한 

질의응답 

• 어떤 이민국 양식을 사용해야 할까요? 

• 이민국 양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 이민국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 양식을 작성할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나요? 

• USCIS가 제 양식을 접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USCIS에게 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USCIS는 이런 사람을 

제 ‘대리인’이라고 하던데요. 

• 저는 추방절차의 일환으로 ‘출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제 이민 자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이민 사기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이민국 양식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민국 웹사이트인 www.uscis.gov를 방문하세요. 화면 왼쪽에 “Find it Fast” 

칸이 있습니다. 그 곳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원하는 양식을 찾아보세요. 

그래도 어떤 양식이 필요한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민 변호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이민국 양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직접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양식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www.uscis.gov/forms에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1-800-870-3676로 전화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 USCIS 사무소를 방문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142-immigration-help#whichimmigrationform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142-immigration-help#getimmigrationform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142-immigration-help#fillingoutform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142-immigration-help#helpfillingoutform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142-immigration-help#USCIShasmyform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142-immigration-help#talktoUSCI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142-immigration-help#talktoUSCI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142-immigration-help#noticetoappear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142-immigration-help#mightbescammed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142-immigration-help#reportimmigrationscam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142-immigration-help#whocanhelp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142-immigration-help#whocanhelp
http://www.uscis.gov/forms
http://www.uscis.gov/forms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offices.type&OfficeLocator.office_type=LO


 

 

정부 양식 사본을 절대 돈을 주고 구매하지 마십시오. 정부 양식은 모두 

무료입니다. 단 작성한 양식을 USCIS에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민국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민국 양식에 정보를 기입할 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와주는 사람(친구, 목사, 교사, 친척 등)이 당신이 말하는 정보를 그대로 적거나 

번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어떻게 작성해야 한다는 

조언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언이 

필요하다면 미국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번역사를 이용할 경우 소액의 번역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민국 

양식이 무료라는 사실은 절대 잊지 마세요. 

양식을 작성할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나요? 

변호사 혹은 이민항소위원회(BIA) 리스트에 등록된 공인 대리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공증인과 같이 법적 자문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선의로 해 준 조언이라도 당신의 

이민 자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미국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USCIS가 제 양식을 접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서류를 USCIS에 제출하시면 USCIS가 수령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 

수령증을 꼭 보관하세요! USCIS가 당신의 신청서나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출한 신청서의 처리현황을 확인할 때 이 수령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서 처리현황을 확인하시려면 www.uscis.gov를 클릭하시거나 USCIS 고객 

서비스 센터(1-800-375-5283)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USCIS에게 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USCIS는 이런 사람을 제 ‘대리인’이라고 하던데요. 

https://www.consumer.ftc.gov/media/audio-0004-scams-against-immigrants-notarios-cant-help-you
http://www.uscis.gov/


 

 

본인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리인을 통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혹시 대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USCIS의 정식 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와 공인 

대리인만이 도움의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추방절차의 일환으로 ‘출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제 이민 자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USCI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 자격은 www.uscis.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 받으신 수령증에 적힌 숫자를 웹페이지 왼쪽의 ‘Case Status’ 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령증 번호가 없는 경우, 지역 USCIS 사무소에 방문 예약을 하세요. 두 가지 

예약 방법이 있습니다. 

•  www.infopass.uscis.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하기 

•  USCIS 고객 서비스 센터(1-800-375-5283)로 전화해서 예약하기 

이민 사기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민 사기는 불법입니다. 지인 중에 이민 사기를 저지르거나 이민 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연방거래위원회(FTC)나 주정부 검찰에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ftc.gov/complaint를 방문(혹은 1-877-382-4357로 전화)하시거나 naag.org에 

있는 지도에서 주정부 검찰 연락처를 찾아보세요. FTC는 개별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사기 트렌드를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 전 세계의 법 집행기관들이 이용하는 보안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FTC가 접수한 민원을 입력합니다.  

사기 신고 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수사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자께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uscis.gov/
http://www.infopass.uscis.gov/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141-scams-against-immigrants
https://www.ftc.gov/complaint
http://www.naag.org/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는 자문을 제공하고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주의 변호사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규칙을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 면허 정지, 더 나아가서는 제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변호사가 변호사협회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변호사 규칙을 위반해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이 아니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및 비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변호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혹은 낮은 수수료로 대리해줄 이민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법무부의 주별 리스트를 클릭해 보세요. 

• USCIS(1-800-375-5283)에 전화해 여러분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세요. 

• 미국변호사협회의 주별 리스트를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이민 변호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리스트를 클릭해 보세요. 이 리스트에 등록된 

변호사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이 변호사인지 확인해보고 그 변호사가 규칙 위반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변호사협회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주하는 주를 클릭하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전화로 특정 변호사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 미국 법무부 사이트를 방문해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 변호사 리스트를 

찾아보세요. 

공인 대리인은 변호사는 아니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이민 관련 법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정식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공인 대리인은 당신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 대리인은 반드시 미국 정부의 공인을 받은 조직에 소속된 

http://www.justice.gov/eoir/probono/states.htm
http://apps.americanbar.org/legalservices/findlegalhelp/home.cfm
http://www.ailalawyer.com/
http://www.statebarassociations.org/
http://www.justice.gov/eoir/profcond/chart.htm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인 대리인과 공인 조직은 모두 미국 법무부 

이민항소위원회(BIA) 리스트에 등록돼 있습니다.  

공인 대리인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 대리인과 이들이 소속된 공인 조직의 주별 리스트를 클릭해 보세요. 

조직이 아니라 개별 공인 대리인만이 당신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공인 대리인의 리스트를 살펴보세요. 리스트에 등록된 공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공인 대리인 리스트에 등록돼 있습니다. 공인 대리인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학생은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의 

감독 하에 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USCIS가 ‘평판이 좋은 

개인(reputable individual)’으로 인정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도 당신을 대리할 수 

있지만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신으로부터 금전을 받지 

않겠다는 법률문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및 인쇄본 주문 

인쇄 가능 PDF (205.69 KB) 

무료 사본 주문하기 

태그: 이민, 공증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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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gov/eoir/ra/raroster.htm
https://www.consumer.ftc.gov/file/3129/download?token=kJ3gEZ5e
https://bulkorder.ftc.gov/publications/i-need-immigration-help-who-can-help-me
https://www.consumer.ftc.gov/taxonomy/term/1648
https://www.consumer.ftc.gov/search-terms/notario
https://www.consumer.ftc.gov/taxonomy/term/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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