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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프로그램이 끝나는 경우 나는
무엇을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Allison Davenport, Lena Graber, Sally Kinoshita

트럼프 대통령이 유년기 도착 지연 조치 (DACA) 프로그램을 곧 종료할 수 있다는 일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이 언제 또는 종료될 지 또는 프로그램 종료 결과 어떻게 될 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DACA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국외 추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만료될
때까지 그들의 취업 허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DACA 승인 및 취업 허가가 철회됩니까? 현재
DACA 프로그램이 계속 유효하지만, 프로그램 종료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취업 허가

취업 허가로 알려진, 고용 허가 서류 (EADs)는, 서류들이 만료되거나 정부가 반환하도록 요구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유효합니다. 정부가 귀하의 취업 허가서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 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

DACA 프로그램이 종료되지만 귀하께서 귀하의 취업 허가를 유지하도록 허락받는다면,

귀하께서는 귀하의 취업 허가가 만료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

DACA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DACA가 종료되었음을 귀하께서 고용주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가 DACA 수령자인지 여부 또는 귀하께서 취업 허가서를 받은
방법에 대해 물을 권리가 없습니다.
•

취업 허가가 만료될 때까지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를 해고하거나 휴가보내거나 또는 귀하의 취업
상태를 변경할 권리가 없습니다. 귀하의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의 갱신된
취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지만 만료될 때까지 귀하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

직원으로서 귀하의 권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민법 센터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의 이 권고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nilc.org/issues/daca/daca-and-workplace-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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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회 보장 번호 (SSNs)

귀하의 사회 보장 번호 (SSN)는 취업 허가 및 DACA 승인이 만료되더라도 평생 유효한 SSN 번호입니다.

귀하의 DACA와 취업 허가가 아직도 유효한 상태에서 아직 SSN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SSN을

•

신청하십시오.
귀하의 취업 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DACA 중 귀하의 SSN로 받은 SSN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SSN을 교육, 은행, 주택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SSN에는 취업 목적으로 유효한 취업 허가 필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III.

운전 면허증 및 기타 신분증

이러한 자격은 귀하가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의 DACA가 아직 유효하고 운전 면허증이나
귀하의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발급에 귀하께서 자격이 되시는 경우, 운전 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하십시오.

IV.

사전 가석방시 여행

DACA 수혜자는 사전 가석방중 해외 여행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

사전 가석방시 귀하께서 해외에 계시는 경우, 귀하의 사전 가석방 및 EAD가 유효한 동안 즉시
귀국해야 합니다. DACA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 DACA를 기반으로 한 사전 가석방자들이
귀국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DACA 종료 발표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

DACA 중 귀하께서 사전 가석방을 받았으나 아직 미국을 떠나지 않았거나 또는 사전 가석방

신청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판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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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 이민 옵션

많은 DACA 수혜자들은 취업 허가 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또 다른 이민 옵션에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법적인 옵션들을 이해하고 귀하가 다른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

•

이민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다음에서

저렴한

이민

서비스를

찾으세요:

https://www.immigrationlawhelp.org

사기성 서비스 제공자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의 자격 증명을 확인하고, 서면 계약서와 지불

•

영수증을 요청하십시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얻으십시오.

VI.

범죄 문제들

형사 체포,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은 이민 당국으로부터 귀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지 마십시오. 체포되는 경우, 전문 이민

•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향후 귀하의 이민 경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변경될 수

•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VII.

귀하의 권리를 인지하십시오

모든 사람 - 문서화된 사람과 서류 미비자 모두 이 나라에서 권리를 가집니다. ICE의 검문을 받는 경우에
침묵을

지킬

수

있는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항상

빨간

카드를

소지하십시오

(https://www.ilrc.org/red-cards).

귀하에게는 헌법적 권리들이 있습니다:
•

이민국 조사관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지 마십시오.
•

이민국 조사관이 당신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질문에 답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침묵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지전에는 아무

것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귀하는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집 밖에 있을 때는, 나갈 수 있는 지

대리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다고 대답하면
침착하게 나가십시오.

나는 미국 헌법에 의거한 나의 제 5 차 수정
권리에 기초하여 당신과 대화하거나, 질문에
답변하거나, 서명하거나 또는 어떠한 문서도
제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귀하가 판사나 치안 판사의 서명을 받은 내
이름으로 된 귀하가 가지고 있는 압수 영장을 문
밑으로 밀어 넣지 않는 한 미국 헌법에 의거한 제
4차

수정 권리에 근거하여 귀하에게 내 집의

입장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제 4 차 수정 권리에 근거하여 나는 귀하에게 내
소지품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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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드를 대리인에게주십시오. 집 안에

않습니다.

있다면, 카드를 창문을 통해 보이거나 문 아래로

나는 나의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기로

밀어 넣으십시오.

선택합니다.

이 카드들은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모두에게
똑같이 유효합니다.

VIII. 업데이트 및 정보
뉴스를 주의 깊게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출처들로부터 DACA 및 기타 이민 프로그램들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귀하의 DACA 취업 허가에 관한 새로운 수수료 또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사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좋은

www.informedimmigrant.com,

정보

출처들에는

다음이

www.defenddaca.com,

포함됩니다
www.ilrc.org,

www.weareheretosta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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