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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청년 이주자 추방 유예 정책: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폐지 절차 발표와 관련한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2017년 9월 5일 업데이트 

 

1. 다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다카 혹은 청년 이주자 추방 유예 정책은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공표 되었으며, 자넷 나폴리타노(Janet Napolitano) 전 미법무부 장관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만 16세 이전에 미국으로 온 이주민들은 (기소 재량권의 

일종인) 추방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내 약 

800,000명의  이주민들이 다카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2.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부 장관의 발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2017년 9월 5일, 제프 

세션스 미법무부 장관은 질의응답 없이 30분 이하로 진행된 연설을 통해 다카 폐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법무부 장관이 작성한 서면은 제안서, 대언론 공식 발표문, 

자주 묻는 질문란과 함께 국토 안보부에 게제되었습니다. 
 

3. 정부가 다카를 폐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정부는 다카 폐지는 법적 이유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카 폐지 결정에 관한 국토 안보부의 대언론 공식 발표문은 “다카는 전 정부의 

법에 의해 규정된 권한을 넘어선 행정 조치를 통해 발효되었다”라고 발표한 제프 세션스 미법무부 

장관의 서면과, 켄 팩스톤 (Paxton) 텍사스주 검찰 총장의 다카는 적법적이지 않다고 표현한 협박 

편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참고로 105명의 법학전문대학 교수들이 다카와 같은 기소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논리를 기록화한 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4. 만약에 현재 내가 다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국토안보부의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현재 다카 수혜자들은 추방 유예 명령과 고용 허가증이 취소 혹은 종료가 되지 않는 

한 고용허가증의 만료일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추방 유예 명령은 2년간 유지됩니다.  
 

5. 내 다카가 만료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 나나요? 국토안보부는 자주 묻는 질문란에서 다카 신청 

과정에서 미국 이민국 (USCIS, United States Customs and Immigration Service)에 제공된 정보는 

출입국관리소 (ICE, 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혹은 다른 법률 집행 기관에 주도적으로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국의 기존 정책에 따른 정보 위탁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이 문서는 다카 폐지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변호사의 법적 

상담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https://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daca
https://www.nytimes.com/video/us/politics/100000005409427/jeff-sessions-daca-dreamers.html?hp&action=click&pgtype=Homepage&clickSource=story-heading&module=first-column-region&region=top-news&WT.nav=top-news
http://time.com/4927250/jeff-sessions-daca-rescind-letter/
https://www.dhs.gov/news/2017/09/05/memorandum-rescission-daca
https://pennstatelaw.psu.edu/sites/default/files/Press%20Release_DACA_Sept%205%2017.pdf
https://pennstatelaw.psu.edu/sites/default/files/documents/pdfs/Immigrants/LawProfLetterDACAFinal8.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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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금 새롭게 다카 신청을 할수 있나요? 국토안보부의 자주 묻는 질문란에 따르면 2017년 9월 

5일 이후부터 새로운 신청 요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7. 만약 내가 현재 다카 소지자라면, 여행할 수 있나요? 국토안보부의 자주 묻는 질문란에 따르면, 

2017년 9월 5일을 시작으로 미국 이민국은 더 이상 여행 허가 신청서 (Advanced parole)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행을 할수는 있지만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CBP)과 미국이민국(ICE)이 재량권을 통해 허가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8. 다카 소지자인 경우 현재 일을 할 수 있나요? 국토안보부의 자주 묻는 질문란에 따르면, 현재 

다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폐지 혹은 종료되지 않는 한 고용허가증이 만기 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9. 현재 다카 소지자이지만 고용허가증이 만기될 예정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토안보부의 자주 

묻는 질문란에 따르면, 2017년 9월 5일과 2018년 3월 5일 사이에 다카 고용허가증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허가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7년 10월 5일까지 다카 갱신 및 노동허가증 

신청이 접수 되는 한 다카 혜택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10. 만약 내 다카 신청 혹은 갱신 요청이 미국이민국내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국토안보부의 자주 묻는 질문란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 있는 다카 신청 혹은 갱신 요청은 개별 사례 

별로 심사될 것 입니다. 갱신 요청인 경우에는 언제 신청서가 미국이민국에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결정 되게 됩니다. 모든 갱신 요청은 2017년 10월 5일 이전에 접수되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 

됩니다. 
 

11. 현재 다카 소지자들은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현재 다카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이민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논의하고 대안적으로 가능한 다른 이민법 법률 구제 자격에 

조건을 갖추었는지 모색해 봐야합니다. 또한 변호사라고 신분을 위조하는 사람들과 다카 

소지자들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2. 다카소지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권리는 있습니다. “내 

권리 알기” 정보란을 참고하십시오. 
  

13. 다카와 드림 법안 (DREAM Act)은 어떻게 다른가요? 다카를 소지하게 되면 기소 재량권의 일종인 

추방 유예를 승인 받게 되지만 법적 신분을 제공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드림 법안은 입법의 

일종으로 국회에 몇년간 지속적으로 발의 되어 왔습니다. 만약에 드림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게 

된다면, 다카를 소지한 많은 사람들이 더 지속적인 구제와 공식적인 법적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면적으로 모든 다카 소지자가 자동적으로 드림 법안의 구제 

자격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14. 어디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Penn State 

Law)의 이민자 권리 센터 클리닉에 의해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다카 웹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이 문서는 다카 폐지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변호사의 법적 

상담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https://pennstatelaw.psu.edu/sites/default/files/documents/pdfs/Immigrants/Legal%20Services%20Providers%20-%202-9-17.pdf
https://www.americanimmigrationcouncil.org/sites/default/files/practice_advisory/screening_potential_daca_requestors_for_other_forms_of_relief.pdf
https://pennstatelaw.psu.edu/sites/default/files/KYRStateCollegeMay2017.pdf
https://pennstatelaw.psu.edu/sites/default/files/KYRStateCollegeMay2017.pdf
https://pennstatelaw.psu.edu/immigration-after-election#DACA/DA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