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er:

이민단속을 신고하세요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answer your questions, or sign
or hand you any documents based on my 5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당신을 보호하세요. 지지지지지 연락해 추방
을 당하지 않는 방법과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의뢰하세요.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unless
you have a warrant to enter, signed by a judge or magistrate
with my name on it that you slide under the door.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search any of my belongings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United We Dream 1-844-363-1423 으로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고하세요.

I choose to exercise my constitutional rights.
These cards are available to citizens and noncitizens.
이 카드는 미국 시민권자와 비 (非)시민권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 www.njimmigrantjustice.org 를 방문해 이민단속을
신고하고 당신 지역의 이민자권리보호단체를 검색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이민국 기관원이나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면
문을 열지 마세요. 이민국 기관원이나 경찰은 수색영장 없이 집으로 들어
올 수 없습니다.
문 밑으로 영장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기관원이 수색영장을 가지고 왔다
면 문 밑 틈새로 수색영장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수색영장을 확인하세요. 영장에 있는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여 본인 또는
같은 주소에 있는 사람을 지명하는 유효한 영장인지 확인하세요. 또한 영
장에 판사의 서명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ICE 영장은 사법영장과 다르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택 수색의 경우 기관원들이 ICE 영장만 갖고 사법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무슨일이 있었는지 기록하세요. 기관원들의 이름과 뱃지번호를 물어보세
요. 단속중 일어난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두세요.

ICE가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다가올떄:
물어보십시오: “저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조용히 계
십시오. ICE는 이유없이 질문할수없습니다. ICE한테 이름이나 정보
를 주기전에 가도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Yes” 라고 하면 그 장소를
떠나십시오. “No” 라고 하면 질문에 답하기 원하지 않는다고하시고
변호사한테 상담해야된다고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

만약에 ICE가 본인에게 다가온다면:

준비하십시오: 만약에 본인이 체포 되시면 본인이랑 가족들도 준비 시키십시오. 가족이랑 변호사의 번호를
외우십시오. 아이나 건강에 관해 필요하신것들이 있으시면 긴급사항에 대비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중요한
자료들의 복사를 믿을수있는 사람한테 맡기십시오.

조용히계십시오: ICE의 질문을 하나도 답하지마시고 아무런 정보도 주지 마십시오.

체포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ICE가 옳지않은이유로 구금한다 하더라도, 체포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대표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본인에
게 애기한다면, 조용히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할 자
격도있습니다.

문을 열지 마십시오: 이민 대리인이 문앞에 있다면, 문을 열지마십
시오. 만약에 대리인이 영장이 있다고 한다면, 판사가 영장을 사인

조사할 허락을 주지 마십시오: ICE가 본인이나 소유품을 조사할려

거짓말이나 거짓된 자료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본인이 미국시민 아니면 법적인 신분 이시면, 증거를 보여주

고할떄, “난 이 조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오.

뛰지마십시오: 뛴는경우엔 ICE가 본인을 막을 법적인 이유가 생길

십시오. 이민 자료가 없으시면, ICE에게 조용이 있고싶다고 말하십시오. 본국의 자료를 보여주는걸 피하십시

변호사에게 애기할수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아무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변호사랑 상담하기 전에 아무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수있습니다.
사인하지 마십시오: ICE의 대표가 어떤자료들을 사인해야한다고 할수도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하시기 전
엔 아무것도 사인하지 마십시오.

했는지 확인할수있도록 영장을 문밑으로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이 카드를 잘라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 본인은 헌법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