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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즉, 아동기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게 된 청소년이나 청년 대상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어릴 적에 미국으로 온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연방 이민 프로그램으로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DACA는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대상으로 임시 추방유예 자격 및 취업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일명 "드리머(Dreamer)"로 부르는 DACA 수혜자들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뉴욕주의 

메이케이드 등과 같은 기타 중요한 혜택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과 가족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2017년 9월 5일자로 신규 DACA 신청서 접수를 중단합니다.  

 

2017년 9월 5일자로 접수된 신규 DACA 신청서는 심사될 것입니다. 2018년 3월 5일, 혹은 그 이전에 DACA 갱신일이 

종료되는 사람들은 2017년 10월 5일까지 연방정부에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DACA 갱신일이 

2018년 3월 6일, 또는 그 이후인 DACA 수혜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연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현재 부여된 모든 DACA 신분은 갱신일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2017년 9월 5일을 기하여 DACA 수혜자들에 

대한 신규 여행 허가(Advance Parole) 승인을 전면 중단합니다. 

 

 

귀하의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은 개별적으로 종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은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연방 정부는 DACA 신청시 제공된 정보를 연방 이민법 집행부서에 선제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범죄행위 또는 사기가 의심될 경우, 연방 이민법 집행 부서와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기 입국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안내문 2017년 9월 

아동기 입국 불법체류자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프로그램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DACA 및 취업허가증을 갖고 있습니다. 제 취업허가증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저는 DACA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방정부는 제 정보를 이용해 저를 추방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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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뉴욕주 운전면허증 및 기타 신분입증 서류는 해당 서류의 갱신일("임시 방문" 말소일이 아님)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뉴욕주 법 및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시점에 귀하의 “임시 방문” 신분(예, DACA, 임시 보호 신분 및 기타 

이민 신분)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DMV 신분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한 뉴욕시민은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IDNYC 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DNYC로 운전을 할 

수는 없지만, 뉴욕시 각종 공공기관 및 기타 여러 상황에서 신분증으로 유효합니다. 이 신분증 발급을 위한 약속을 잡고 

싶으시면, 전화 311번으로 연락하시어 "IDNYC"라고 말하거나, 웹사이트 nyc.gov/IDNYC 를 이용하십시오. 

 

DACA 프로그램 종료로 현행 건강보험 혜택이 당장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DACA를 통해 취업 허가를 받으셨다면 고용주가 본인과 부양 가족에게 건강보험과 기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DACA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취업 허가도 무효가 돼 현재 받고 계시는 건강보험과 기타 혜택도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DACA 수혜자로서 Medicaid 보장을 받고 계시다면 갱신 시점에 DADA 신분이 유효하고 기타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1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Medicaid 보장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에서 DACA 신분이 만료된 DACA 수혜자에게 Medicaid 보장을 계속해서 제공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ActionNYC는 여러분의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안전한 무료 이민법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용하시려면 

월-금요일, 9AM-6PM에 전화 1-800-354-0365번으로 

연락하시거나, 311로 전화하신 후 "ActionNYC"라고 

말하십시오. 

 

 NYC Well은 하루 중 어느 때고 200개 이상의 언어로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정신건강 서비스와 연결시켜 

드립니다. 전화 1-888-NYC-Well번, 또는 전화 

65173번으로 문자 WELL을 보내시거나 웹사이트 

nyc.gov/nycwell을 참고하십시오. 

 상세한 정보는 nyc.gov/DACA 를 참고하십시오.  

 선출직 단체장에게 전화하여 DACA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십시오. 

 DACA를 수호하기 위한 차후 타운홀과 워크숍 

등에서 이민자 지원실을 통해 자원봉사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nyc.gov/MOIAVolunteer을 

참고하시거나 이메일 MOIA-

Volunteers@cityhall.nyc.gov로 연락 주십시오. 

 시장 직속 이민자 지원실(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을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초청하여 

우리의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포럼을 

개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nyc.gov/InviteMOIA를 방문하시거나 업무시간 

중에 전화 (212) 788-7654번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DACA 수혜자를 위한 도움 DACA를 수호 하십시오 

저는 DACA 대상자입니다.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까? 

저는 DACA 수혜자입니다. 저의 뉴욕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DACA 신분을 박탈당할 

경우, 신분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