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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에서 귀하와 귀하 가족이 명심해야 모든 상황에서 귀하와 귀하 가족이 명심해야 
할 12가지 사항할 12가지 사항

어떤 발언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묵비권이 있다. 전화번호

이름

본인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묵비권 행사를 선택하였음
을 

알려드립니
다. 또한, 본인은 본인의 변호사가 

검토하기 전에는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권리도 행사하는 중입니다. 본인이 

억류되는 경우에는, 즉시 제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
. 제 변호사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미국에서 발행한 신분증과 이민 
서류 사본을 휴대한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이를 크게 
말하거나‘귀하의 
권리를 아십시오’ 
카드를 보여준다.

절대로 거짓 서류나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 서류를 지니지 않는다.

경찰서에 구류 또는 
억류되어 있을 때, 
본인의 변호사 이외 
어떤 사람과도 절대로 
자신의 이민 정보나 
범죄 내력을 상담하지 
않는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질문 또는 불시 단속을 
받으면, 안전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 최대한 
빨리,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자세히 
적는다. 즉시 변호사와 
후원 그룹에 이야기한다.

절대로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다.

체포 또는 구금될 
때 절대로 몸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불시 단속 시 또는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다가올 
때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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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십시오(창문으로 보십시오).

•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은 유효 영장이나, 귀하의 허락이
있어야만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유효 영장이 아니면, 떠나라고 하십시오.

•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집으로 들어오면(유효 영장이 있던, 없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집에 어린이, 노인, 또는 환자가
있으면,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에게 그들이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 도망가지 마십시오.

•  (이름을 포함하여) 어떤 말도 하기 전에 “가도 됩니까? (Am I
free to go?)”라고 물어보십시오.

•  ‘예’라고 하면,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아니요’라고 하면 가만히 계십시오.

• 일부 주에서는, 반드시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 수색을 받으면, 침착하게 “나는 이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I
do not consent to this search.)”라고 말하십시오.

•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은 유효 영장이나 귀하의 고용주 허락이
있을 때만 직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다른 직원들과 함께 비상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18페이지 참조.)

•  고용주가 부재중이거나, 고용주가 이민국 직원 또는 경찰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말할 사람을 알아두십시오. 그 사람이
신분증과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수색을 받게 되면, 침착을 유지하고“나는 이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I do not consent to this search.)”라고 말하십시오.

•  차를 갓길에 세우고 시동을 끈 후, 양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 제시를 포함한 모든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거짓 문서를 제시하지 마십시오.

•  경찰이 차량을 수색하면 침착을 유지하고“나는 이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I do not consent to this search.)”라고 말하십시오.

•  변호사 또는 다른 비상시 연락처에 전화하기 위한 전화 통화를
요청하십시오.

•  ‘귀하의 권리를 아십시오’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묵비권을 기억하고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어떤 서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십시오.

•  귀하의 케이스를 위해 변호사가 판사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  변호사 또는 다른 비상시 연락처 또는 영사에 전화하기 위한
전화 통화를 요청하십시오.

•  ‘귀하의 권리를 아십시오’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묵비권을 기억하고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어떤 서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십시오.

•  귀하의 케이스를 위해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 보석금을 통한 석방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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