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권리/기밀에 대한 공지 사항 

 

본 이민과 관련하여 (그리고 향후 고객이 될 경우) 개인 정보 그리고 PIRC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기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1. PIRC에 제공하는 정보(이름, 주소, 전화 번호 및 기타 개인 정보 포함)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밀로 유지됩니다.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의 정보는 귀하의 허가 없이는 다른 개인이나 

기관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2. 귀하는 PIRC에 제공할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식별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라도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3. PIRC 변호사와 직원은 변호사의 기밀 유지 의무 등 특정 윤리 규정을 적용받는 데, 이는 판사나 USCIS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는 이민 상황에서 PIRC 변호사와 직원이 1) 출입국 심사원 

등 법관의 지시가 없는 한, 또는 2) “재판소에 대한 변호”의 윤리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는 한 귀하의 허락 없이 그들과 공유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인과 

직원은 그들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 공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를 귀하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경우 PIRC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며 귀하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려고 시도합니다. 

4. PIRC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유형 및 전체 인구 통계(예: 연령 및 소득 범위, 평균 자녀 수, 

인종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PIRC를 후원하는 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다만, PIRC 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귀하를 특별히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서면으로 특별히 허가하지 않는 한 공유되지 
않습니다.  

5. PIRC를 통해 이민된 후, 추가 도움과 지원을 위해 당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기관이나 변호사, 

사람들에게 의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귀하는 PIRC가 각 파트너 기관과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적게 개인 정보를 공유할지 또는 공유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각 파트너의 의무에 대해 

알려줍니다. PIRC가 당사와 제휴한 기관과 귀하의 개인 정보 일부를 공유하도록 선택한 경우, 귀하는 

정확히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받게됩니다. 나중에 귀하가 제공한 정보를 다른 

PIRC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알려 주시면 당사는 해당 파트너와 더 이상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7. 본 공지사항이나 귀하의 권리에 대해 의문이나 우려가 있거나 귀하의 기밀 정보가 적절하게 취급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PIRC의 ISP Project Director에게 전화 (717) 600-8099로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