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 DACA ( 다카 / 추방 유예 ) 와 당신이
알아야 할 권리
정의 진흥 협회 로스 엔젤레스

2016년 11월 9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다카 최초 신청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까지 이민국이 수속과 마감을 할 시간
이 불충분함.
접수비 환불 불가.
다카 최초 신청서는 지금 접수하지 말아야 함.
Trump

다카 갱신 신청
신청에 새로운 위험은 없으니 신청 가능함.
지금 접수되는 갱신 신청서는 Trump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까지 수
속이 마무리된다는 보장이 없음. 2017년 1월 20일 이후에 취업 허가증이 계속
유효할지도 불확실함.
접수비 환불 불가.

여행 허가서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까지 이민국이 수속과 마감을 할 시간이
불충분함.
접수비 환불 불가.
위급 상황 여행은 아마도 허용될 것임.
미국 밖에서 여행중인 모든 이들은 입국 거절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2017년 1월
20일 전까지 미국으로 귀국할 것.
최초 여행 허가 신청서는 지금 접수하지 말아야 함
Trump

이민국 접수비 인상
• 이민국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다카 최초, 갱신 신청자들의 접수비를 $465
에서 $495로 인상할 것임.

추방 위험
다카 수혜자들과 신청자들은 추방 우선 순위 대상자가 아님. 그러나 Trump
당선인의 지침은 어떠할지 불확실함.

준비하기 (Trump 행정부)
법의 집행관과의 마찰을 피하기
음주 운전 전과와 약물 또는 음주 관련 범죄는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동반함.

당신의 권리에 대해 알기
당신의 권리 알기 카드를 항상 소지할 것.
당신은 변호사와 얘기할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 방문한 이민국 집행관 (ICE)에게는 문을 열
어주지 말 것. 이민국 집행관에게 먼저 영장을 창문에 꽂아놓거나 문
밑으로 집어넣어 보여달라고 요구하기.

계획 세우기
체포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연락할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변호사의 전
화번호를 미리 외워놓기.
자녀 또는 어르신을 돌보아 줄 사람을 구해놓기.
중요한 서류들의 원본과 복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알리기.
ICE 구금자 찾기를 인터넷 브라우저에 저장해놓을 것
https://locator.ice.gov/odls/homePage.do

허가받은 이민 변호사나 이민 항소국으로부터 인증받은 대표에
게 법적 도움을 받을 것
정의 진흥 협회 로스 엔젤레스의 무료 이민
구제 상담이 필요하시면
immrelief@advancingjustice-la.org 로 연
락주세요.

한국어: (800) 867-3640
영어/스페인어: (213) 241-0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