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이민 권리를 아십시오
청소년 추방유예 (DACA)
새로운 행정부에 의해 끝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DACA의 미래가 불안정하기 떄문에, 지금 현재는 최초의 청소년 추방유예를 신청하
는것을 권하지 않는다.
새로운 집행 우선 순위로 인해, 과거 범죄 경력이있는 DACA 수령자들은 취업 허가
를 갱신하기 전에 변호사 또는 DOJ 공인된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는것은 권한다.
지금 DACA 를 신청한다고 해도 취업 허가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DACA 가 해지될 경우에 수수료비를 다시 못 받을수도 있다.
하지만, DACA 갱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 제출할 수는 있다.

Advanced Parole (여행허가서)
현재는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승인 된 국제 여행)
지금 현재 여행허가서를 통해 해외에 있는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미국으로 돌아오
는 것을 충고한다.

추방 위험
새로운 행정부가 발표 한 바와 같이, 다음은 미국의 추방 우선순위에 있는 서류 미
비 이민자 들은 다음의 자들을 의미한다: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은받은 자;
형사 범죄로 기소 받고 범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
형사 범죄로 볼수있는 행위를 저지른 자;
정부 기관에 대해 공무 사항 또는 신청사항 관련하여 사기 또는 고의적 인 허
위 진술을 한 자;
공익 해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남용한 자;
최종 추방 대상자이지만 미국 출국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출입국 관리관의 판단에 의해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자.
세관과 국경 수비대 (CBP)는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들어 오는 사람들을 붙잡아 추방 절
차로 보내라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 멕시코 국경을 넘으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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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되어 있으세요
법 집행관과의 부정적인 접촉을 피하세요
음주운전, 마약 또는 알코올과 관련있는 유죄 판결은 돌이킬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Know Your Rights (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
니세요.
당신은 변호사하고 상의 할 때까지 묵비권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
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이민 세관 집행 (ICE)의 문을 열지
마십시오. 만약에 영장을 받았다고 하면, 창문에 기대어 놓거나 문
아래로 밀어 넣어 달라고 하십시오.

계획을 세우십시오
체포 된 경우에 전화 할수있는 가족, 친구 및 변호사와 같은 중요한 전
화 번호를 암기하십시오.
자녀 또는 연장자를 대신 돌볼수 있는 사람을 지정 하십시오.
중요한 문서들과 카피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친구들 아니면
가족분들에게 어디 있지를 알리십시오.
인터넷 브라우저에 ICE 억류자 위치 표시기를 북마크 하십시오.
http://locator.ice.gov.odls/homePage.do

공인 된 변호사 및 법정 대리인의 법적인 도움을
구하십시오.
무료 이민 자격 심사를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
협회-로스앤잴래스 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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