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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도우미 
 

하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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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센터 

HANA Center 

Chicago Main Office 

4300 N. California Ave., Chicago, IL 60618 

(773) 583 - 5501   (773) 583-7009 Fx 

 

Northwest Center 

664 N. Milwaukee Ave. #213, Prospect Hts., IL 60070 

(847) 520-1999     (847) 520-7178 Fx 

www.hana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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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SL/한국어/중국어/일본어 강좌 

컴퓨터 강좌 

권익 옹호  

우리 권리 지킴이 

유권자 등록 



 

34  

지역사회 전령 교육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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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는 것은 두렵고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꼭 가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길때 아래 정보들을 알

아두시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리노이주 법원 

일리노이주에는 세 단계의 법원이 있습니다. 

• 순회 법원 

• 항소법원 

• 대법원 

 

거의 모든 재판은 순회재판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일리노이 주 

내에 23개의 순회 법원이 102개 카운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떤 순회 법원은 카운티 하나만 담당하기도 하고 하나 이상의 여

러 카운티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법원에 갈 때는 거주 지역의 순

회 법원 청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 연방 법원 

일리노이주에는 주 법원들 외에 연방 법원도 있습니다. 가장 낮

은 단계의 연방 법원을 US 연방 지방 법원이라고 하며 일리노이 

주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북부 지방법원 

중앙 지방법원 

남부 지방법원 

 

보통 연방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은 보다 복잡하고 보다 고액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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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파일 

신용 파일에 모든 신용 계정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

분의 백화점과 다목적 은행 신용 카드 계좌가 파일에 포함될

지라도 모든 채권자가 신용 보고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은 아닙니다. 즉, 일부 지역 소매 업체, 신용 조합, 여행, 엔터

테인먼트 및 주유 카드 회사는 채권자 중 하나입니다. 보고서

의 부정적인 정보가 정확할 때 시간의 흐름만이 보고서의 삭

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신용 보고 회사는 7년 동안 가장 정확한 부정적인 정보를 보고하

고 10년 동안 파산 정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미납

부금에 대한 판결 정보는 7년 동안 또는 법령이 만료 될 때까

지 보고 될 수 있습니다. 보고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범

죄 유죄 판결에 관한 정보; 1 년에 75,000 달러 이상을 지불하

는 직업에 대한 신청서에 응답하여 보고된 정보; 15만 달러 

이상의 신용 또는 생명 보험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고된 정보 

등 입니다.  

 

지역사회 전령 

시카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전령 (Community Naviga-

tor)은 이민자들에게 기본 권리를 알려주거나 이민 정보를 제

공 또는 서비스 제공처를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지역 사회 구성원입니다. 

 

지역사회 전령은 18세 이상,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인 또

는 학생 등입니다. 보통 이민 기초에서 이민 구제법, 법적 구

제에 이르기까지 이민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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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정보를 파일에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 보고 회

사는 정보 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가 포함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요청하면, 신용 보고 회사는 지난 6개월 동안 당

신의 보고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수정 사항에 대한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고용 목적으로 사본을 받은 사

람에게 보낸 보고서의 수정된 사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조사가 신용보고 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분쟁 당사자는 분쟁에 대한 진술이 당사자의 파일과 향후 보

고서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신용보고 회사에 최근 보고서 사본을 받은 사람에게 진술서

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지불될 수도 있습니다. 2단계로 정보 제공처에 서면으로 신용 

보고서의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하시고 분쟁 편

지와 자신의 상황을 증명하는 문서의 복사본을 보냅니다.  

 

제공자가 신용 보고서에 주소를 나열한 경우 해당 주소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주소가 나열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에게 문의하여 

편지를 보내기 위한 정확한 주소를 요청하십시오. 정보 제공

업체가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급자의 모든 비즈

니스 주소로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당신이 분쟁

하는 항목을 신용 보고 회사에 계속 보고하는 경우 신용 보고 

회사가 분쟁에 대해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논쟁하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판명되면, 정

보 제공자는 신용 보고 회사에 그 항목을 업데이트하거나 삭

제하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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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방 법원에서만 결정

을 할 수 있는 사건, 사고 들이 있습니다. 파산은 연방 법원에서

만 판결합니다. 

 

순회법원에서의 행정 구역 

순회 법원은 사건 형태에 근거해서 나뉘어 관리합니다. 순회 법

원은 쿡카운티와 같이 넓은 지역은 작은 카운티보다 더 많은 분

야로 나누어 집니다. 나뉘어지는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 사건: 순회 법원에 따라 중범죄와 경범죄로 또 나눠지기

도 합니다. 

민사 사건: 순회 법원은 공증, 법규, 상법과 관련된 소송, 가정

법 등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교통 사건: 판사들은 운전자의 주행 중 교통 위반, 교통 위반, 

음주 운전, 속도 위반, 정지 위반 등을 다룹니다. 

청소년 사건: 판사들은 청소년 학대, 방관, 미성년 어린이들이 

저지른 형사 사건 등을 다룹니다. 

 

순회 법원은 각각 다르고 분야도 다르게 조직돼 있습니다. 

 

순회 법원 서기 찾는 법 

순회 법원 서기관은 법원의 공식 자료 기록인입니다. 사건은 법

원 서기관이 등록을 해야 법원 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 순회 법

원는 서기는 카운티 서기와는 다릅니다.  

 

순회 법원 서기의 사무실에서 사건 파일을 하고 사건의 법원 파

일을 검토하고 법원 판결문의 공인 복사본을 발부 받으며 법원 

관련 양식들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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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순회법원 서기들은 웹페이지를 통해 법원과 순회 법원 서기

의 사무실 이용 관련 안내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순회 법원 서기 사무실은 온라인에서 검색 박스에 

Illinois Courts' website를 타이핑해 넣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 찾아보기 

찾아보고자 하는 사건 기록은 기본 정보만 있으면 법원 시스템을 

통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는 법원 서류에 

기입돼 있습니다. 원고, 신청인의 이름.  피고, 피항소인의 이름. 

사건 번호 등 입니다. 

 

변호사 선임하기 

법원에 가는 일은 복잡하기도 하지만 혼자 가기엔 어느 정도 위

험도 따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나 최소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일리노이주 변호사 협회 웹사이트를 방문 (https://www.isba.org/

public/illinoislawyerfinder),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 한인 변호사 협회 웹페이지를 방문, 

(http://kabachicago.com/) 하나센터 무료 법률 상담에 오시는 

변호사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무료 법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법으로 기소된 상태라면 무료로 변호해

줄 변호사를 찾던가 일리노이주 국선 변호인을 찾아 볼 수 있

습니다. 

만일 당신이 변상을 받기 위해 누군가를 고소했을 경우, 법원에

서 승소할 경우에만 그 보상액의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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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회사 또는 조직)는 신용 보고서에서 부

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수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

에 따른 모든 권리를 이용하려면 신용 보고 회사 및 정보 제

공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1단계로 신용보고 회사에 서면으로 어떤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하는지 알려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문

서의 복사본을 포함합니다.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는 것 외에

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보고서의 각 항목을 명확하게 설

명하고 문제의 항목에 대한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

다. 문제의 항목을 표시한 보고서 사본을 동봉할 수 있습니다.  

 보고 회사가 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등기 우편으로 ‘영

수증 반환 요청’을 보내고 분쟁 편지와 동봉한 사본을 잘 보관

하십시오.  

 

신용 보고 회사는 해당 항목을 보통 30일 이내에 조사해야 합니

다. 또한 정보 제공처의 부정확성에 대해 모든 관련 데이터를 

전달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 업체가 신용보고 회사로부터 분

쟁에 대한 통지를받은 후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검토하여 결

과를 신용보고 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자가 분쟁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해당 국가 신용 보고 

회사 3곳에 통보해야 파일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신용 보고 회사는 서면으로 결과를 제공하고 분

쟁 정보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의 보고서 사본을 무료로 제공

해야 합니다. 이 무료 보고서는 연간 무료 보고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항목이 변경되거나 삭제된 경우, 정보 제공자가 정

확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지 않는 한 신용 보고 회사는 분

http://www.illinoiscourts.gov/CircuitCourt/CircuitCourtJudges/CCC_County.asp
https://www.isba.org/public/illinoislawyerfinder
https://www.isba.org/public/illinoislawyer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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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재산 가치는 10,000 달러의 평가된 평가로 계산됩니다.  

 

클래스 2 속성에는 단독 주택, 타운 홈, 콘도미니엄, 협동 조합 및 

6 개 이상의 주거 단위가 없는 다세대 주거용 건물이 포함됩

니다. (콘도미니엄과 협동 조합에는 별도의 지침이 제공됨)  

 

주택 관리국은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

니다. 학군, 지방 자치 기구 등의 지역 체제가 지역 사회에서 

거둬지는 전반적인 부동산세를 결정짓습니다.  

 

재산세 이의 신청 양식은 빈 토지, 주거용, 6 채 이상의 아파트 건

물, 비영리 및 산업용 / 상업용과 같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

릅니다.  

 

언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주택관리국이 3 년마다 집을 재감정할 때 "제안된 감정

가"를 우편으로 받게됩니다. 이 통지에는 귀하의 집 재산 가

치와 관련된 특성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평가 통지"를 받으면 약 한 달간 주택 관리국에 이의 신

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마감일은 편지 상단에 인쇄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택관리국이 재감정하는 해 사이의 

어느 해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기 

공정 신용 보고에 관한 법(FCRA, Fair Credit Reporting Act)에 따

르면 신용 보고 회사와 정보 제공 업체 (즉 신용 보고 회사에 

신용 정보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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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변호사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변호하기 

누구나 법원의 규정과 절차를 따라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와 법원 직원들은 여러분의 사건 관련 도움이나 

조언을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도움말: 

중재: 법원에 가기 전에 중재를 통해 소송을 하지 않고도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전문 중재자

가 견해를 달리하는 양쪽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 법원에 가는 일은 재판이나 공청회가 아니라 서류 신청

에 관계된 일일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우편물을 받았다

면 먼저 자세히 읽어보고 법원에 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

을 살펴야 합니다. 

법원에 갈 떄는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기나 판사 등 다른 법원 직원들은 당신에게 법적 자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원 도우미 데스

크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판사, 법원 직원, 소송 상대 등 법정에 있는 사람들 모두을  

항상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휴대폰을 끄고 간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껌을 씹지 마세요. 본인의 차례가 될 때까지 말

하지 마세요. 판사 앞에 서면 오직 판사에게만 말 할 수 

있고 소송 상대나 그의 변호사에게도 말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공청회가 있다면 법원에 가기 전에 본인 변호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정리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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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하기 

일리노이주 결혼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 18세 이상 

• 결혼하려는 쌍 방이 모두 카운티 서기관 사무실에 가야 함. 

• 두 사람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 증명서, 운전 면허증, 

주 거주민증 또는 여권 등을 지참 요망 

• 이혼 증명서, 사망 증명서 등 혼인 관계 증명 서류 지참 요망 

• 일리노이주 결혼 라이센스 발급비는 카운티마다 다르므로 미

리 전화로 얼마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 일리노이주에서 결혼하려는 커플은 꼭 카운티 서기관 사무실 

(County Clerk’s Office)에서 결혼 라이센스를 발급 받아야 함. 

*결혼 라이센스는 발급 받은 다음 날부터 60일간 유효. 

결혼은 라이센스가 유효한 기간내에 해야 하고 유효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다시 결혼 라이센스를 구입한 후, 결혼을 

해야 함. 

 

이혼 하기 

이혼은 결혼관계 뿐 아니라 결혼으로 인한 모든 법적인 혜택들도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은 배우자가 동의하는 이혼과 동의

하지 않는 이혼이 있습니다. 서로 동의한 이혼은 빨리 진행됩니

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선이나 변호사 없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걸리는 시간 

이혼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든 내용에 동의했으면 쉽게 빨리 진행되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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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보수 감면 

최대 75,000 달러 상당의 개보수로 주택 가치를 높였어도 주택 

개보수를 통한 감면은 최소 4년 동안 재산세를 인상하지 않습니

다.  

 

자격조건 

감면은 단독 주택, 콘도미니엄, 협동 조합 및 아파트 소유자가 최

대 6 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개보수 감면은 홍수와 같

은 악천후로 인한 구조적 손상에 필요한 수리에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장애인 감면 

이 감면은 장애인에게 집의 균등 감정가(EAV)에서 연간 2,000 달

러 감면해 줍니다.  

 

 자격조건 

• 세무연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자가 됨 

• 건물주, 공동 투자자 또는 단독 주택의 임차인 

• 2017년 1월 1 일 기준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 재산세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이전에 장애인 주택 소유자 감면을 받은 자의 주택과 납세

자가 현 간호 가정 보호법에 따라 허가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들의 주택에 배우자가 살고 있거나 비어 있을 

지라도 이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재산세 이의 신청 - 쿡 카운티  

쿡 카운티에서는 클래스 2 주거용 부동산은 예상 자산 가치의 

10 %로 평가됩니다. 예상 재산가는 해당 지역의 유사한 주택의 

판매 정보를 분석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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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1년 전 해의 평균 감정가 (EAV)를 동결하도록 허용합

니다. 예를 들어, 2017년 과세 연도에 감면 자격이 있어 신청

하는 연장자는 2016 가치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동결시

키게 됩니다.  

동결 감면은 매년 자동으로 동결되지 않고 평균 감정가 (EAV)만

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 지역의 세율 변화에 따라 

재산세가 변경돼 세금 청구서에 다르게 반영되는 것입니다.  

 자격조건 (2018년 기준) 

• 현재 65세 이상이고 

• 2016년 총 가구 소득이 65,000 달러 미만이며 

•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016년 1월 1 일과 2017년 1월 1 

일에 부동산에 법적, 공평 또는 임대 지분 보유하고 

• 2016년 및 2017년 재산세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 2016년 1월 1 일과 2017년 1월 1 일에이 부동산을 주거

지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연장자 재산세 동결 감면을 계속 받으려면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장기 주택 소유주 감면  

장기 주택 소유주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 상한선 없이 확장된 주

택 소유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 2007년 1월 1 일부터 2017년 1월 1 일까지 소유자로 거주했

어야 합니다. 

• 2016년도에 가구 총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감정가 인상폭이 주 의회가 정한 최대 금액을 초과할 만

큼 월등히 높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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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동의하지 않은 입장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비합의 이혼 

비합의 이혼은 18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자녀는 어디에서 살 것인지 

반려 동물은 누구와 살 것인지,  

자녀 양육비는 얼마 지불할 것인지, 부동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

지, 부채는 누가 갚을 것인지 등에 의견이 같지 않은 경우입니다.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부부가 모든 이슈에 이견이 없을 경우이나 판결은 

판사가 내리고 승인하며 자녀 부양에 대한 동의서와 조건들이 있

어야 합니다. 한 쪽에서 이혼 신청을 했는데 응대도 하지 않고 법

원에 오지 않았을지라도 협의 이혼이 성립되면 상대방 없이도 이

혼이 진행되며 신청자가 말한 내용에 근거해 판결이 납니다. 

 

이혼 자격 

이혼이 성립되려면 한 쪽 배우자가 일리노이주에서 최소한 90일 

거주해야만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타주에서 6개월  살고 있다면 

법정은 화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ㅇ미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두 

사람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증명 

이혼 사건 결말은 판사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공식적

인 결혼 상태가 종결됩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누가 책

임지고 지불할 것인가를 판결, 이혼 증명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부동산과 반려동물 

• 이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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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 거주 문제와 부양금 

  

부모 교육 

판사가 부모의 책임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부모는 법원에서 인증

한 부모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이혼이 진행되는 동

안 자녀들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법 등을 알려 줍니다. 판사와의 

첫 만남 후 60일 이내에 양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교육비 면제 대상이 되는 지 어떻게 

교육 완료 증명서를 받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 순회 법원 서

기 사무실에서 알아볼 수 있고 이혼 교육 센터 (https://

www.divorce-education.com/)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생활 보호 대상” 관련, 세가지 문

건이 유출됐습니다. 그 중 가장 최근에 유출된 문건은 2018년 3

월, 생활 보호 대상에 관한 새 규정 초안으로 올 여름, 연방법으

로 공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

지 새 규정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새로운 법으로 시행되려면 오

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생활 보호 혜택”을 받아 온 것이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 문서 유출 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CE (이민 경찰)에 노출돼 추방될 것을 우려해 “생활 보호 대상”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계에서도 자격이 되는 분들

에게 향후에 올 지 모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생활 보호 대상 

신청을 하지 않도록 조언을 하고 있어 저소득 가정에 심적 부담

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생활 보호 혜

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  

 

27  

주택 구입 절차 (이어서) 

• 사전 대출 승인 받기 

• 어떤 주택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 구입할 주택을 물색하기 

• 매입 대금을 제안하기 

• 매입할 주택을 점검하기 

• 대출 신청하기 

• 보험과 집 감정 받기 

• 최종 대출 받기 

 

 

 

재산세 감면 *감면 세부 내역은 카운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쿡카운티 

연장자 재산세 감면 

연장자 재산세 감면은 거주지의 균등 평가를 줄임으로써 세금 감

면을 제공합니다. 감면된 재산세는 두 번째 재산세 고지서에 공

제 형식으로 지불됩니다. 

 

자격요건  

• 세금 납부 연도에 65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 또는 계약으로 재산세 납무 의

무가 있어야 합니다.  

• 건물이 주 주거지여야 합니다.  

 

연장자 재산세 동결 감면 

연장자 재산세 동결 감면은 자격을 갖춘 연장자가 감면를 처음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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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액 지불에 문제가 있을시, 고려할 수 있는 선택  

상황 구제안  설명 

경제적 위기 극복해 왔고 월 

융자액이 늘어도 감당할 수 있

는 경우 

Repayment 계획 집융자가 밀리지 않을 때까

지 월 융자를 더 내야 함 

집 소유주의 상황이 실직이나 

병원 입원 등 임시 상황이어서 

복구가 가능한 경우 

Forbearance 한정 기간동안 월 융자갚는 

것을 중단하거나 낮은 융자

액을 갚다가 한정 기간이 지

나면 높은 월 융자액으로 갚

거나 밀린 융자를 한꺼번에 

갚거나 융자 재조정으로 갚

아야 한다. 

집 소유주의 경제적 위기가 지

났으나 현재보다 낮은 월 융자

액을 갚을 수 있을 때 

Modification 이자율, 융자 상환 기간, 월 

상환액, 융자 원금 등을 갚을 

수 있게 조정하는 방법이다. 

위의 어떤 구제안으로도 월 융

자를 갚을 수 없으나 오른쪽에 

있는 구제안으로만 갚을 수 있

을 때 

Partial Claim 
(FHA) 

Recovery Advance 
(RD) 

Advance Claim 
(Insured Conven-

tional Loan) 

왼쪽 프로그램들이 밀린 융

자액을 갚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주니어 융자

를 하거나 이율이 없거나 낮

은 이율에 제공된다. 

62세 이상으로 집에 순자산이 

쌓여 있을 때 

Reverse Mortgage 융자는 이미 누적된 원금을 

매달 또는 한 번에 집 소유

주에게 지불한다. 

월 융자액이 밀린 것이 없으나 

월 융자액을 낮춰주지 않으면 

향후 밀릴 것 같은 경우 

집 소유주는 좋은 신용 기록에

누적된 원금 필요 

Refinance 새 융자를 통해 낮은 월 융

자액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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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호 대상자란 무엇인가? 

“생활 보호 혜택”은  개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입국을 승인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보조나 장기 치료 보호

가 요구돼 앞으로 계속 미국 정부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가능

성이 있다면 신청한 영주권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보호 대상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보호 대상”으로 분

류되는데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현금 보조를 받지않는 한 가족 구성원이 다양한 생활 보호 혜

택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이민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 입국 하가를 기

다리고 있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아

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 보호 대상자로 이민 

신분 승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에는 생활 보호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영주권을 신

청하거나 이민 혜택을 받을 때 면제 될 수 있습니다. 

• 난민, 망명 신청자  

• 난민이나 망명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자 

• 아메라시안 이민자들 

• Cuban Adjustment Act (CAA)에 의한 쿠바 구호 대상자 

• Nicaraguan and Central American Relief Act (NACARA)에 

의한 니카라구아 및 중앙 아메리칸 구호 대상자 

• Haitian Refugee Immigration Fairness Act (HRIFA)에 의한 

아이티 구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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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비자 신청인 또는 소지자로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 자 

• U 비자 신청인 또는 소지자로 영주권 신청 진행 중인 자 

• 청소년 이민 예외 케이스 

• 가정 폭력 피해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한 자 

• 임시 보호 신분 (TPS) 신청자 

• 청소년 추방 유예 (DACA) 갱신 신청자 

 

생활 보호 대상 심사 

포괄적인 상황 점검 – 한가지 요소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나이, 건강, 가족 관계, 재산, 교육 및 기

술 등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심사합니다. 

재정 보증서 – 두번째 점검 사항은 재정 보증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는 재정 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데 서

류 심사관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생활 보호 대상이 될 지

를 심사합니다. 

 

“생활 보호 대상”이 되는 혜택 

최저 생계를 위한 현금 지원 

• 사회 보장 생계 보조 (SSI) 

• 한시 가족 생활 보조 (TANF)  

• 주정부나 지역 정부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  

정부 보조 장기 요양 

• 양로원 또는 정신 건강 기관 

• 메디케이드로 요양비가 지불되는 경우 

 

“생활 보호 대상”으로 추방당할 수 있습니까? 

영주권자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자는 모두 경우에 따라 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자가 입국 후, 5년 내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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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열심히 일하는 가족과 범죄 피의자들을 엮을 수 있는 광

범위한 추방 사유를 부여할 때, 국가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촉발 시켰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인 브루스 라우너는 2017년 8월 28일 주 전역의 

법 집행 공무원이 이민 신분에 따라 개인을 억류하는 것을 방

지하고 이민 당국과의 지역 기관의 협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법률로 서명했습니다. 일리노이 주 신뢰의 법 (Illinois Trust 

Act)은 이민 경찰 (ICE) 의 공권력 집행과의 지역 경찰 상호 작

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설정하고 지역 경찰과 이민자 공

동체 간의 신뢰를 육성하기 위해 다른 지역 사회에서 개발된 

정책을 기반으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경찰은 판사가 발급 하지 않은 영장을 가지고 이민자를 억

류할 수 없습니다. 연방 법원은 이민자 불법 감금은 의무가 아

니라고 일관되게 주장 해 왔습니다. 연방 법원은 판사가 체포 

가능한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불법 감금을 기반으로 개인을 구

금하는 것은 미국 헌법 제 4 차 수정안을 위반한 것으로 법 집

행 기관이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 경찰은 또한 그 사람의 이민이나 시민권에 따라 사람을 

멈추거나 수색하거나 체포할 수 없습니다.  

지방 경찰은 유효한 집행 가능한 연방 영장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ICE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절차 

• 주택구입자 교육에 참여하기 

•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결정하기 

주택 관련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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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I free to leave?  

• 나는 침묵을 지키고 싶습니다. 

 
I wish to remain silent 

• 전화 한 통 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make a phone call 

• 나는 내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speak to my lawyer 

• 나는 판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I want to see a judge  

• 나는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I will not sign; I don’t understand 

•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I don’t understand 

 

단기 보호자  

WWW.ILLINOISLEGALAID.ORG  

CVLS(312) 332-1624  

사기 관련 

법무장관(800) 386-5438 

 

 

 

신뢰의 법 (Trust Act)은 이민자 공동체에 대한 연방정책의 영향

을 둔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연방 정

신뢰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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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보호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 후, 발생한 특별한 사건 때문에 생긴 경우라면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미 귀화 과정과 방법 

수속 기간 

이민국에서는 신청서 접수부터 선서식에서 미 시민이 되기까지 

지역에 따라 다르나 시카고에서는 요즘 1년에서 1년반이 걸리는 

것으로 공시해 놓았습니다. 

  

귀화 신청비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자격이 될 경우, 신청비 면제 신청서를 귀화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면 신청비 면제 승인 여부를 접수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귀

화를 하면 미국 시민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는 동시에 미국 시민

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별한 예외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귀화 시민은 추방에서 면제됩니다. 

 

귀화 자격 요건 

• 18세 이상 

• 지난 5년 동안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해 온 자 

• 신청 당시 지난 5년간 총 2년 반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한 자 

• 신청 당시, 거주하는 주에서 최소한 3개월을 거주해 온 자 

•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 

귀화 신청 당시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며 영어

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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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 영어 시험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과의 결혼으로 귀화하는 경우 

• 이민을 청원했던 배우자가 지난 3년간 시민권자였어야 하며 

• 신청 당시, 지난 3년간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하고 

• 신청 당시, 이민 청원을 한 배우자와 3년째 함께 거주하고 있

어야 합니다.  

• 그 외에 모든 자격 조건은 일반과 같습니다. 

 

이민국 안내 

미 이민국은 (USCIS)는 귀화하려는 이민자들을 위한 안내서를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nativedocuments/

M-618_k.pdf 이민국 웹사이트에 탑재해 놓았으며 

https://www.uscis.gov/tools/multilingual-resource-center/

korean에는 준비 사항, 신청서, 신청비, 보낼 곳, 지문 찍기, 사진 

준비, 신청 후 상황 체크 등을 설명해 놓은 한국어 안내가 탑재돼 

있습니다. 

 

법률 자문 

귀화 신청을 할 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

국적으로 하나센터와 같이 미 법무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의 이민 

직원들이 실비에 신청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민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제

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

는 https://www.citizenshipworks.org/portal/Hana를 통해 신청서

를 작성하신 후, 이민국에 제출 전 점겅을 요청하는 서비스를 황

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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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이 이민 경찰 (ICE)에 의해 억류된 경우  

억류돼 있는 장소를 알아내세요: LOCATOR.ICE.GOV  

영사관의 비상 전화로 전화하세요 

보석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하나센터 핫라인 (844-500-3222)으로 전화하세요. 

 

이민 경찰(ICE) 관련 정보 찾아보기 

추방 명령을 받았는가?  

• 1-800-898-7180(이민심사실 - 이민법원)에 전화, 9자리 A번

호를 입력하세요 

• 추방 명령이 1-800 #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거 명

령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민 기관에서 파일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권리 행사를 위한 기본 어휘 

• 영장은 가지고 계십니까?  

 
Do you have a warrant? 

• 시카고 경찰인가요, ICE인가요?  

 
Are you Chicago police or ICE? 

• 내가 체포된건가요?  

 
Am I under arrest? 

• 내가 가도 되나요?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nativedocuments/M-618_k.pdf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nativedocuments/M-618_k.pdf
https://www.citizenshipworks.org/portal/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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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경찰(ICE)이 여러분의 집이나 직장에 온 경우 

• 집에서 문을 열지 마세요 - 자녀들에게도 문을 열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 이민 경찰 (ICE)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

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 이민 경찰 (ICE)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판사가 서명한 영

장이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잘못된 문서를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 이민 경찰 (ICE)은 공공장소에서 영장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

니다. 

• 이민 경찰 (ICE)이 길에서 여러분을 멈추게 한다면 “Am I un-

der arrest?” (체포되었는지) 물어보고 그렇지 않다면, “Am I 

free to go?" (가도 되는지) 묻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수색 영장 샘플은 다음과 같이 판사 서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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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심사관은 신청자가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

해 미국 또는 해외에서 범한 형사법 위반에 대한 법원 처분을 신

청자에게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이민법에 

정해진 기간 동안 범한 모든 범죄 관련, 공인 법원 증명 

(Certified Disposition)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민국은 

신청자의 도덕성 심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요

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 법원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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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법원 증명 예 

쿡카운티에서 법원 공인 증명을 신청하는 방법 

직접가서 하기 

• 경범죄의 경우 다운타운 데일리센터에서 신청하고 중범

죄인 경우 캘리포니아 26번가에서 가서 신청 

• 2년 이상된 사건일 경우, (773) 674-3152로 먼저 확인 

• 사안에 따라서 수 주가 걸릴 수 있음 

팩스로 신청 하기 (773) 674-4511 

• 앞 표지에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사건 번호, 유효한 신분

증을 함께 기재함 

• 신청서 양식은 다음의 주소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 http://www.cookcountyclerkofcourt.org/gifs/

Committ1.pdf 

 

*법원 공인 증명은 체포된 장소에 따라 발급 장소가 다릅니다. 다

음 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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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 

• 집행 기관이나 법원과의 사전 접촉정보 

•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종료시점까지 사건 점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음과 같은 기본 권리가 있습니다. 

• 묵비권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큰 소리로 ““I wish to remain si-

lent”라고 말하십시오. 

• 변호사 선임권 

 이민관련해선 변호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서명하지 않을 권리 

• 문을 열어주지 않을 권리 

• 이민 경찰(ICE)이나 경찰이 서명된 체포 영장을 가지고 있

지 않는 한,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 전화를 사용할 권리 

• 법적 지위를 가진 가족/친구의 전화 번호를 기억하세요. 

 

경찰과 있을 때 

• 경찰은 당신의 이민 신분에 대해 물어선 안됩니다. 

• 차량에 탑승한 승객으로서 면허나 신분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출생지나 미국에 거주 기간을 묻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습

니다.  

• “Am I free to go?" 라고 물어보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십시

오. 

기본 권리 알기 

http://www.cookcountyclerkofcourt.org/gifs/Committ1.pdf
http://www.cookcountyclerkofcourt.org/gifs/Committ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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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추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웃이 있으면 다음과 같

은 기본 정보가 있어야 도움을 받기에 용이합니다. 

• 외국인 번호 (A# 또는 USCIS #) 

• 성과 이름  

• 생년월일 

• 출생장소 

• 긴급 연락처 이름과 전화번호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한 요약 

 

법적 절차의 지원 

•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족, 목격자들로부터 듣기 

• 보석금이나 지불할 금액 준비  

• 가족의 긴급 필요 사항 파악 

• 정보/문서 수집  

• 변호사와 가족과 함께 사건을 잘 구성하고 의사 결정자

들에게 압력가하기 

 

정보 수집 지원 

• 이민기록 

• 외국인 번호 (A# 또는 USCIS #) 

• 미국에 입국한 모든 날짜와 상황 

• 구제를 위한 사전 지원서  

• 이민관련 사전 접촉 정보 

추방 유예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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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Parole in Place) 

• 가석방은 미 육군 가족 구성원인 서류 미비자가 미국에 거주

하면서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 노동 허가 이외에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

습니다.  

• 이민국은 인도 주의적 이유 또는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

지만 공익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경우, 가석방을 실시합니다. 

• 가석방은 이민국이 불법 입국 후,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가석방을 허용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 가석방은 미 현역 군인, 전역 예비역, 예비군, 용병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가석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특정 국가의 국민이 안

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해당 국가가 국민의 귀환

을 적절하게 처리 할 수 없는 특수 상황일 때, 임시 보호 신분

제를 적용할 국가를 지명하고 이미 미국에 있는 특정 국가의 

국적자에게 임시 보호 신분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국가에 마지막으로 거주 한 해당국가 비국적자가에게도 임시 

보호 신분제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임시 보호 신분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 지속적인 무력충돌  

임시 보호 신분제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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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해일 등 자연 재해  

• 전염병 

• 기타 긴급 또는 임시 상황 

지정된 기간 동안 임시 보호 신분 수혜자이거나 예비 심사 단계

에서 임시 보호 신분 자격이 확인된 개인은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노동 허가와 여행 승인도 받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국토안보부는 온두라스, 네팔, 엘살바도르, 아이티, 

수단 및 니카라과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임시 보호 신분 

지정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임시

보호 신분를 가진 자들은 2018년 11월부터 임시 보호 신분을 잃

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이들 국가에 대한 임시

보호 신분 지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은현 행정부의 위협을 여러 차례 받았

지만 전에 유예 신분을 가진 적이 있다면 노동 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났습니다. 

 

청소년 추방유예로 받은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려면 

• 현 노동허가증 

• $495 머니오더나 개인 수표 

• 미 여권용 사진 2장 

• 전 신청서 사본 (갖고 있으면) 

 

청소년 추방유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맨 끝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청소년 추방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