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구금되거나 추방된다면 귀하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까?
1단계: 귀하의 가족 구성원에게 이야기하세요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귀하가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앉아서 한 가족 구성원의 체포 또는 구금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안전한 공간을 구성하세요.



대화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세요. 이 대화는 가족 구성원, 특히 어린이들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가족
구성원이 ICE에 의해 선발되거나 구금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하여 모두를
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결정을 내리세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진행하고 대화하세요.





어머니가 ICE에 의해 선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버지가 ICE에
의해 선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양부모 모두 ICE에 의해 선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부모 또는 양 부모가 구금되면 누가 아이들을 보살피게 될까?



한 부모 또는 양 부모가 추방되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어디에서 살게 될까? 누가 그들을
보살피게 될까?

귀 자녀를 보살필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돌보는 사람의 이민 상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 자녀와 이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보세요. 귀하의 자녀는 이 사람을 좋아하나요? 귀하의 자녀는
이 사람과 잘 지내나요? 귀하의 자녀는 이 사람을 신뢰하나요? 귀하의 자녀는 이 사람과 있으면 편안한
가요? 귀하의 자녀는 비상 시에 이 사람에게 연락할 방법을 알고 있나요?



이 사람은 귀하의 자녀를 돌보는 절차를 알고 있나요? 귀하의 자녀가 받는 치료, 의사 방문, 과외 활동,
일상적인 경로, 친구 등을 고려하십시오.

2단계: 문서 수집

3단계: 연결 유지

일단 계획이 있으면 모든 중요 서류를 수집하고
잃어버린 서류(출생 증명서, 결혼 허가서, 병력, 여권,
이중 시민권 등)를 재발급 받고 안전한 장소에
놓아둡니다.

커뮤니티 주도의 권리 파악(Know Your
Rights) 설명회와 법률 상담소에 참석하세요.



귀 자녀가 미국 시민인 경우, 자녀의 여권을
바로 신청하세요. 가능하면 영사관에 문의하고
귀 자녀의 이중 시민권을 신청하세요.



변호사와 귀하의 특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커뮤니티 리더와 협력하
여 추방 방지 패킷(deportation defense
packet)을 구성합니다.

변호사, 서비스 제공업체, 커뮤니티 리더 및 전문가들은 유용한 정보와 권고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귀하와 귀하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귀하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Pennsylvania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alition (PICC) (펜실베니아 이민 시민권 연합) 은 이민자와 난민의 권
리를 옹호하는 데 전념하는 주 전체 50개 이상 회원 기관으로 구성된 다양한 연합입니다.
www.paimmigrant.org | 215-832-0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