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일터 이민 급습
일터 이민 급습 전에
가능하다면, 미국거주, 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서류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여권, 또는 이민 신분, 원사지를 밝히는 서류들은 가지고 다니는 것을 피하십시오.
거짓 서류들 가지고 다니는 것을 피하십시오.
중요한 전화번호, 예를 들어서 가족, 친구, 변호사, 또는 정희진흥협화 같은 이민 권리
단체들의 전화번호들을 외우십시오. 이 전화번호들을 다른 가족분들도 쉽게 접근 할수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구금됬을 때를 대비하여, 가족분들 또는 신뢰가는 사람들이 쉽게 중요한 문서들을 찾을 수
있도록 보관하십시오.
학교 픽업 및 보육 준비를 포함하여 가족과 함께 안전 계획을 만드십시오.
동료들과 함께 행동 계획을 세우고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침묵을 지키고
변호사와 이야기 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법 집행원과 접촉 도중
일반적으로, 직장이 공공 장소가 아닌 경우, 법 집행 기관은 검색 영장없이 직장을 탐색할
수 없습니다. 영장을 보도록 요청하고, 유효한 영장을 볼 때까지 법 집행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침묵하고 싶다"또는 "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지, 이민 신분 또는 출신 국가에 관한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침착하시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법 집행원에게 "저는 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으십시오. 법 집행원이 예라고 말하면,
차분하게 천천히 걸어 나오십시오.
변호사 없이는 어떠한 서류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체포되거나 억류 된 경우, 외국 국적자라도 전화를 걸 권리가 있으며, 귀하 국적 영사관에
연락 할 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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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급습과 체포에 대한 사진과 문서를 기록 하십시오.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해 두십시오. 목격자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얻으십시오.
급습에 참석한 법 집행관의 이름, 기관 및 기타 신원 정보를 찾아 기록하십시오.
가능한 빨리, 급습 및 체포를 보고 하십시오.
영어 및 스페니쉬 사용자는 로스 앤젤레스 RAID 응답 네트워크 핫라인, 888.624.4752 으로
전화해주십시오.
아시안어 사용자들은 정희진흥협회-로스 앤젤레스로 전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어 800.520.2356
크메르어 800.867.3126
한국어 800.867.3640
타갈로그어 855.300.2552
태국어 800.914.9583
배트남어 800.267.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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