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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5일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조치로 만들어진DACA 프로그램은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입국한 후 2007
년 6월 15일부터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한 젊은이들에게 추방유예와 취업을 허
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국회에서 불법
체류자가 된 젊은이들을 위한 구제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번번이 실패하였으므
로 오바마 대통령이 임시적인 행정조치
로 DACA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젊은이 
들이 추방위협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런데
2017년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DACA 프로그렘 수혜자들은 

미국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미성년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게 
된 것이므로 그들은 미국외에 다른 나라
와 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그래서 미국에서 추방된다면 그
들은 언어소통문제로 제대로 생활도 할 
수 없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현재까지 DACA 프로그램을 통해 80만 

명의 젊은이들이 추방유예와 취업허가증
을 받았고80%의 DACA 프로그램 수혜
자는 합법적으로 취업을 해서 미국경제
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9월5일에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은 오바마행정부의 DACA 프
로그램 행정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
고 그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국토안보부 장관 이레인 두크가 
하달한 2017년 9월 5일 각서에 의하면 
이민국은9월 5일까지만 처음으로DACA
를 신청하는 수혜자의 신청서를 접수받
고 심사한다.  또한2017년 9월 5일 부터 
2018년 3월5일 사이에DACA 신분이 만
기가 되는 경우 2017년 10월 5일 까지만
DACA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승인된 DACA 신분과 취

업허가증은 취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승인된 DACA 신분과 취업허가증은 만기
되는 날짜까지는 유효하다. DACA 신분과 

관련 이미 승인된 여행허가서는 유효기
간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새로운 
여행허가서 신청서는 허가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계류되어 있는 여행허가서 신
청서는 심사를 중단하고 인지세는 이민
국에서 신청자에게 환불한다. 
트럼프 대통령은9월 초에 동정심을 가

지고 심사숙고하여DACA 프로그램의 중
단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었지만 
결국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
했다. 그러나 9월 13일 저녁에 트럼프 대
통령은 하원 소수당 대표 낸시 펠로시와 
상원 소수당 대표 척 슈머를 만나 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위해 성공적인 협
상을 했다고 한다.  아직 협상내용이 어
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DACA 
프로그램이 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아직까지 DACA 프로그램이 법으로 만

들어져 정식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
다.  몇몇의 공화당 의원들은 DACA 프
로그램이 법이 되는 것을 지지하지만 여

전히 공화당의 많은 보수파 의원들은 
DACA 프로그램이 법이 되는 것에  반대
하고 있고  DACA 프로그램이 국회를 통
과하려면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벽을 짖
는 것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해야 할 수
도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프로그

램 수혜자들이 우선 추방대상이 아니라
고 말하지만 언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이 변할지 알수 없다.  6개월 후 부터80
만명의 DACA수혜자는 2년에 걸처서 점
차적으로 DACA 신분을 상실하게된다.  
하루빨리 DACA 수혜자가 영구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
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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