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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9 월 5 일 트럼프 대통령은 청소년 추방유예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최종적으로 2 년 반
후에 종료할 것을 이민국과 국토안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는 2017 년 9 월 5 일을 기점으로
실시됩니다.
. 이민국은 2017 년 9 월 5 일까지 접수되어 계류중인 신규 신청은 계속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 이민국은 이외 신규신청은 거부할 것입니다.
. 이민국은 이미 접수되어 계류중인 갱신 서류는 계속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 이민국은 2017 년 9 월 5 일부터 2018 년 3 월 5 일 사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규
신청자들과 2017 년 10 월 5 일까지 접수되는 갱신서류는 계속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 이민국은 2017 년 10 월 5 일 이후에 접수되는 신규와 갱신 신청서는 거부할 것입니다.
주요사항 : 현재 DACA 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개인은 만료일까지 DACA 를 계속 소유할 것입니다.
이는 DACA 수혜자는 추방 보호와 노동 허가증을 만료일까지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국은 국가 안보 혹은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은 한 DACA 수혜자들을 이민단속경찰에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신청서가 계류중이거나, 처리중인 신청자들은 지문을 찍어야 하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위의 사항에 적합하여 갱신자격이 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여 2017 년
10 월 5 일안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서는 신청서가 확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2017 년 10 월 5 일까지는 접수되어야 합니다 ( 우체국 소인날짜가 아님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 웹사이트의 자주하는 질의 및 응답 그리고 DACA 말미에 있는 메모 를 보십시오.

(노동허가증)
DACA 수혜자를 위한 노동 허가증은 만료가 되거나 정부에서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 만약 DACA 에 의한 노동허가증이 아직 유효하다면 당신은 계속 일하는 것이 허락될 것이며

노동허가증의 만료일까지 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당신은 DACA 가 종료된다는 것을 고용주에게 말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고용주는 당신이
DACA 수혜자인지, 혹은 당신이 어떻게 노동허가증을 받게 되었는지 질문할 권리가 없습니다.
. DACA 가 종료될지라도 당신의 고용주는 당신을 해고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노동허가증이 만료될 때까지 당신은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와 당신의 고용주가
노동허가증이 연장이 되었는지 문의 할 수는 있으나, 만료될 때까지는 당신에게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 당신은 여전히 노동허가증의 만료일 까지는 새로운 일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 피고용인으로서 당신의 권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 www.nilc.org/issues/daca-andWorkplace-rights/. 을 보십시오

(사회보장번호)
당신의 노동허가증과 DACA 승인이 종료되더라도 당신의 사회보장번호(SSN)는 평생 유효합니다.
. 만약 당신이 아직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면, DACA 와 노동허가증이 아직 유효할 때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십시오.
.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당신은 DACA 를 통해 받은 사회보장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회보장번호를 교육, 은행, 주택관련 등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당신이 받은 사회보장번호는 고용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유효한 허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운전면허증에 필요한 자격과 요구사항은 당신이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지만 DACA 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운전면허증 혹은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ACA 수혜자라면 거주하는 주에서 운전면허증 혹은 신분증을 위한 자격이 됩니다.

(사전승인 받은 해외 여행 (Advance Parole))
정부의 9 월 5 일 발표는 사전승인에 의한 해외여행 자격에 있어서 DACA 수혜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특히 :
. 이민국은 Advance Parole 을 위한 모든 새 신청서를 거부할 것입니다.
. 이민국은 Advance Parole 을 신청한 모든 서류를 행정적으로 종료할 것이고 수수료는

돌려 줄 것입니다.
. 앞서 승인된 Advance Parole 은 유효하고 여행문서에 적혀있는 날짜까지는 해외 입,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떠나기 전에 이민서비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Advance Parole 을 갖고 해외에 여행중인 DACA 수혜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해야
합니다.
. 승인된 Advance Parole 을 갖고 있더라도 국경수비대는 입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만약 당신이 Advance Parole 하에 있고 해외 여행 중이라면 마감 기한 전에 미국에 돌아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DACA 를 통해 Advance Parole 을 승인 받았으나 아직 미국을 떠나지 않았거나 ,
Advance Parole 를 곧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실행하기 전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기타 이민 선택사항)
많은 DACA 수혜자들은 노동허가증 혹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이민 선택사항에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당신의 법률적인 선택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위해 이민서비스 제공자와 상의하십시오. 저렴한 이민 법률 서비스를 찾으려면
www.immigrationlawhelp.org를 참조하세요.
. 사기 서비스 제공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용을 확인하십시오. 서류상 계약서를 요구하고
영수증을 요구하십시오. 그래도 의심이 간다면 여러 곳에 문의하여 비교해 보십시오.

(형사문제)
형사구속이나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민수속에 있어서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 형사구속을 초래할 수 있는 법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체포된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십시오.
. 만약 당신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이민케이스에 앞으로 끼칠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합법적인 신분이든 서류 미비자든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민경찰에 의한 제지와 질문에 침묵할 권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red card 를 지참하십시오.
(www.ilrc.org./red-cards)
귀하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있습니다.
• 이민국 요원이 문을 두드릴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요.
• 이민국 요원이 검문을 할 때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마십시요. 귀하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변호사와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서명도 하지 마십시요.
귀하에게는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집 밖에 있을 경우, 이민국 요원에게 귀하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이민국 요원이
‘예’라고 답변을 한다면 침착하게 자리를 떠나십시요.
• 이 카드를 이민국 요원에게 주십시요. 만약 귀하가 집안에
머물고 있다면, 이 카드를 창문이나 문 아래로 밀어 넣어
전달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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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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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hoose to exercise my constitutional rights.
These cards are available to citizens and noncitizens alike

이 카드는 시민권자든, 비시민권자든 모두에 게 유효합니다.

(최신정보)
최근 뉴스를 자세히 듣고, DACA 나 이민프로그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으십시오.
DACA 노동허가증에 대하여 새로운 수수료 혹은 거짓 정보에 관한 사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신뢰할수 있는 좋은 자료는 www.unitedwedream.org, www.informedimmigrant.com,
www.defenddaca.com, www.irlc.org, www.nilc.org 그리고 www.weareheretostay.org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