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의 반이민법 HB 87 - 나의 권리를 알자!
언제 경찰이 나의 이민신분에 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가?
HB 87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나의 이민 신분에 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당신이 주
(state) 혹은 연방법 을 어겼다는 "상당한 근거" 가 있으며, 경찰이 요구한 적법한 신분증을
제시를 할 수 없을떄 이다. (아래 2번의 적법한 신분증 참조)
주 (state) 혹은 연방법 위반에는 작은 교통법규 위반도 포함이 되며 이번에 제정한 HB 87
법안에 위배되는 새로운 위법 행위도 포함된다. (조지아 반이민법 관련 자료 참조)
주의 할 것은 비자 오버스테이 (비자에서 정해진 날을 넘어서 체류하는 것) 는 범죄가 아니
다. 그러나 추방되어져서 적법한 서류없이 재 입국 하는 것은 위법이다.
경찰의 "상당한 근거" 라 함은 법률용어로써 경찰이 당신의 이민 신분을 검사하고 체포할 권
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위법 행위의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
는 시점부터 경찰은 조사 혹은 체포의 권한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실 생활에서의 "상당한
근거"는 단순히 경찰의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가 있다. 당신이 위법한 행동
을 했다고 믿거나 의심을 하게 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일차적으로 경찰이 하기 떄문이다.
예를 들자면 '유죄 인정' 같은 것으로써, 만일 당사자 (이민자)가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대답
을 했다면 경찰은 그 위법행위 발생에 관해 "상당한 근거" 를 같게 되며 이로써 경찰은 당신
을 검사 혹은 체포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경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민) 신분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 는 경찰
이 위법행위의 "상당한 근거" 에 해당 하지 않는다.

어떻한 신분증을 제시 해야 하는가? HB 87 에서 명시 한 "확실하고 검증 할
수있는 서류" 란 무엇을 말 하는가?
만약 경찰이 신분증 을 요구 한다면 아래의 "확실하고 검증할수 있는 서류" 중에서 하나를
제시 해야 한다.
1) 유효한 주지아주의 운전 면허증
2) 유효한 조지아주의 신분증
3) 유효한 타주의 운전면허증 단, 그 타주는 면허증 발급전에 이민 신분조사를 하는 주
( state) 만을 인정한다. (뉴 멕시코와 워싱톤 주는 신분 조사를 안한다) ; 혹은 유효
한 연방정부 신분증
4) 출신 국의 유효한 운전 면허증 단, 영어기재가 안 되어 있는 타국의 면허증은 국제
운전면허증과 동반 제시 해야 한다.
5) 미국 여권 혹은 유효한 I-94 / 혹은 출신국의 여권
6) 경찰이 인정하는 다른 종류의 신분증. 단, 외국정부 기관에서 발행된 영사, 영사의
입학허가나 신분증은 적법한 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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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디서나 당신을 세우고 신분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에, HB 87법안의 위헌 여부
를 떠나서 언제나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기를 권고합니다.

내가 운전하는 차에 서류 미비자 (불법체류자) 가 있는 경우 경찰은 그 사람의
이민 신분을 조사 할 수 있나? 상황에 따라서 틀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HB 87 법안에 따르면 주(state) 혹은 연방법을 어겼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신분조
사를 할 수 가 없다. 그러므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차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의심을
할 근거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법규위반 행위에 책임이 없다. 즉, 경찰은 의심의
근거가 없이는 신분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 생활에서 경찰은 동승자의 외모, 말투, 행위 등을 통해서 '의심' 을 확대 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경찰은 동승자에게 신분 관련 질문을 쉽게 하고 있다. 차에 동승한 사람들
은 정중히 경찰의 질문이나 조사를 거절 할 권리가 있다.
<아래의 자세한 조언을 참조>

HB87 에 따르면 경찰 외의 다른 기관에서도 나의 이민 신분에 관해서 조사 할
수 있는가? 예.
공공 혜택 (Public Benefit)
2012년 1월 1일 부터 공공 혜택 관련된 곳의 담당자는 "확실하고 검증 할 수있는 서류" 를
요구 할 수 있다. 예) 성인 교육 (adult education), 건강 혜택( health benefit) , Business and
housing loans 등등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은 2012년 1월 1일 부터 "확실하고 검증 할 수있는 서류" 를 요구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담당자에는 공공건물의 보안 담당자, 공립 학교 관계자, 이민 변호사 등
을 포함 한다.
단, HB87법안 에서 서류확인 (신분증 제시) 의 예외로 하는 곳은 아동학대 와 가정폭력 담당
기관, 병원 응급시설 , 형사법 담당 변호사등 이 있다.
고용주 / E-Verify 고용인 전자신분인증 시스템
HB87 법안 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들은 E-Verify 전자 고용인 인증 시스템 등록을 통해서
신입 정사원 ( Newly hired Full time employees) 들의 적법한 이민 신분을 확인 하게 되어있
다. 이를 어길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
위와 관련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된다면 저희 Advancing Justice - Atlanta 으로 연락을
바랍니다. TEL: 404.585.8446.

만약 나에게 이민 신분에 관하여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자리를 피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 할 것: 경찰과 다툼을 하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약 차 안 이라면 손은 운전대
위에 올려 놓고 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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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을 얘기하고 침묵 할 것: 당신의 어떻한 얘기/ 진술도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가
있다. 이름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다. 만약 경찰이 당신의 답변 혹은 유죄 인정의
답변을 유도 한다면 간단하게 아니오 “NO” 라고 한다. 예) 당신이 얼마나 빠르게 운전 한 지
를 아는가 ? 등
경찰을 향해서 나는 나의 권리를 안다고 외치지 말것. 경찰은 이것을 그들에 대한 저항이라
고 생각을 할 것이다. 당신이 변호사가 있건 없건 체포 전후에 언제나 " 나는 침묵을 할 것이
고 나의 변호사와 대화를 할 것이다." ( “I wish to remain silent and speak to my lawyer”) 라
고 한다.
위조 신분증을 소지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것 서류미비자라도 위조 신분증을 소지 하
지 말것.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해도 "나는 침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도 되는
가 라고 물어보라.
가도 되는 지 물어볼 것 . 경찰이 어떻한 사유에 의해서 당신에게 질문을 하고 당신을 잡아
두고 있다면 “경찰, 당신은 나를 잡아두고 있는 것인가 , 내가 가도 되는 가?” 라고 물어보라.
체포가 아닌 단순한 질문을 위한 것 이라면 당신은 자발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다. 즉, 당신
은 당신의 의지대로 떠날 수 가 있다. 그전에 물어 보라. ( Am I Free To Go?)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조사에 동의 하지 말 것. 만약 경찰이 당신을 가지 못하게 하고 몸
수색을 한다면, 당신은 명확하게 거절을 한다는 의사표명을 한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
당신은 당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나는 당신의 몸수색에 동의를 못하겟다” 주의 할
점은 몸으로 피하거나 저항을 하면 안되고 구두로만 거절의사를 표명 해야 한다.
경찰 이나 연방 이민국 직원은 영장, 혹은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당신의 집 이나 직장에 들
어 올 수 가 없다. 당신은 서면 영장이 없는 그들의 방문을 거절 할 수 있다. 만약 집안으로
들어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을 한다.
만약 당신이 체포가 된다면 변호사 상담없이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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