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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e prepared when interacting with law enforcement,
including immigration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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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calm, plead the 5th and remain silent.
“I plead the 5th and choose to remain si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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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sign anything! You have the right to
consult with an attorney before answering
any questions or signing any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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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do NOT need to show ID or immigration
documents to the officers. If requested, reply
by saying “I wish to speak to an attorney.” If
you have a valid green card or work permit,
carry it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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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aw enforcement agent has the right to
enter your home without a proper warrant
signed by a judge with your correct name
and address. Do NOT open the door without
having them first show you a signed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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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YOU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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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are stopped by law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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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this card to the officer and remain silent.
The card explains that you are exercising your
right to refuse to answer any questions until
you have talked with a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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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nd resources to know and defend your
rights, please visit go.aflcio.org/ immigration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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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se general principles are not meant to
serve as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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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CH HERE

I am exercising my right to remain silent
and my right to refuse to answer your
questions. If I am detained, I request to
contact an attorney immediately. I also
am exercising my right to refuse to sign
anything until I consult an attorne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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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알려드립니다 직장,
가정 또는 지역 사회 등 어디에 계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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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권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기억하십시오

이민국 요원을 비롯한 법 집행 당국에
대응할 경우를 미리 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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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함을 유지하고 묵비권을 행사 하십시
오.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침묵을 지키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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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께는 모든 질문 답변이나 문서 서명
전에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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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나 이민 서류를 정부 관리에게 제
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요청을 받으
면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
답하십시오. 합법적인 영주권 카드나 취업
허가증이 있다면 소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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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법 집행 요원도 판사가 서명 날인한
정당한 영장 없이는 여러분의 자택에 들어
올 권리가 없습니다. 서명 날인된 영장을 먼
저 제시하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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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를 제시하고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
이 카드는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 어떠한 질문
에도 대답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이 카드를 제시하고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
이 카드는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 어떠한 질문
에도 대답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주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자세한
정보와 자원을 원하시는 경우 웹 사이트
go.aflcio.org/ immigrationresources 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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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 정보는 법률적 조언의 성격을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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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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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까지 묵비권과
질문에 대한 답변도 거부할 권리 및 어떠한 문
서에도 서명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합니다. 본
인이 구금될 경우 즉시 아래 변호사/기관에 연
락을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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