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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워크시트 

 

설명서 자료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대다수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답변을 통해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작성하신 후에는 워크시트를 처음에 나눠드렸던 법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1 부 
첫 번째 이민법정 심리에서:  

 

- 국외제거(추방)를 요청할 계획입니까? 

          아니오 예  
 

- 자진출국을 요청할 계획입니까?  
          아니오 예  
 

- 보석금을 요청할 계획입니까? 

          아니오 예  
 
- 변호사 선임을 위해 추가 시간을 요청할 계획입니까? 

          아니오 예   � 제 2 부로 건너 가십시오. 
 
- 법정에서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오 예   � 제 2 부로 건너 가십시오. 
 

 

 

제 2 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추가 시간을 요청하거나 법정에서 맞서 싸우려는 경우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 이민 변호사가 이미 있습니까?  

          아니오 예  이미 담당 변호사가 있으므로 저희가 귀하의 변론을 맡을 수 없습니다. 법률 관련 
질문은 귀하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와 문제가 있어 해고하려는 경우 자원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는 내용을 

아래에 표시하고 제 3 부로 건너 가십시오.  
 

- 사설 이민 변호사를 고용할 만한 능력이 되십니까?  

          아니오 예  이 지역의 변호사 목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자원 이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아니오 예  제 3 부로 건너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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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자원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 여기 구금소나 외부에 있는 사람 중 귀하의 모국어와 영어에 능통하여 자원 변호사와의 상담 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오  예  아래에 그 사람의 연락처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자원 변호사와의 상담 시 와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연락처 정보(예: 집주소, 직장 전화번호 또는 주소, 직장명, 해당인과 연락이 되는 사람의 

이름 및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귀하의 모국어와 영어에 능통하여 상담 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저희가 대신 적격자를 

알아봐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니오 

 

 
감사합니다. 이 워크시트를 처음에 나눠드렸던 법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