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OW YOUR RIGHTS CARD ONE-SHEET
Print and cut out these cards. Carry these cards with you. These cards can protect you if 
immigration or the police come to your house or question you. The card will tell immigration 
or the police that you are exercising your constitutional rights. You can share these cards with 
family and friends.

이 카드들을 인쇄하고 자르십시오. 이 카드들을 지참하고 다니십시오. 이 카드들은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집에 찾아오거나 질문할 경우 귀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에게 귀하가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카드들을 가족 및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or answer your questions.  I am exercising my 
constitutional right under the 5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o 
remain silent. 나는 귀하와 대화하거나 귀하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미국 헌법 수정조안 제5조에 따른 
헌법상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2.  I want to speak to a lawyer before answering any of your questions. 나는 
귀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3.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나는 귀하가 내 집에 
들어 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1.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or answer your questions.  I am exercising my 
constitutional right under the 5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o 
remain silent. 나는 귀하와 대화하거나 귀하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미국 헌법 수정조안 제5조에 따른 
헌법상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2.  I want to speak to a lawyer before answering any of your questions. 나는 
귀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3.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나는 귀하가 내 집에 
들어 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1.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or answer your questions.  I am exercising my 
constitutional right under the 5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o 
remain silent. 나는 귀하와 대화하거나 귀하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미국 헌법 수정조안 제5조에 따른 
헌법상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2.  I want to speak to a lawyer before answering any of your questions. 나는 
귀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3.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나는 귀하가 내 집에 
들어 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1.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or answer your questions.  I am exercising my 
constitutional right under the 5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o 
remain silent. 나는 귀하와 대화하거나 귀하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미국 헌법 수정조안 제5조에 따른 
헌법상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2.  I want to speak to a lawyer before answering any of your questions. 나는 
귀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3.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나는 귀하가 내 집에 
들어 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1.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or answer your questions.  I am exercising my 
constitutional right under the 5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o 
remain silent. 나는 귀하와 대화하거나 귀하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미국 헌법 수정조안 제5조에 따른 
헌법상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2.  I want to speak to a lawyer before answering any of your questions. 나는 
귀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3.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나는 귀하가 내 집에 
들어 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1.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or answer your questions.  I am exercising my 
constitutional right under the 5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o 
remain silent. 나는 귀하와 대화하거나 귀하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미국 헌법 수정조안 제5조에 따른 
헌법상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2.  I want to speak to a lawyer before answering any of your questions. 나는 
귀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3.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나는 귀하가 내 집에 
들어 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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