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 텍사스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안에 대한 미국 최고법원의 결정
미국 최고법원이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안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이 결정은 다파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부모 추방유예)와 확장된 다카 (아동 미국 입국자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를 봉쇄했다. 이 조치들이 시행되었다면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단기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증을 제공했을 것이다.
결정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 최고법원의 4-4 결정은 다파와 확장된 다카 조치를 지속적으로 봉쇄하게 되었다. 즉 다파와
확장된 다카 신청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미국 최고법원은 하위 법원이 결정한 대로 두 조치의
봉쇄를 지지한다고 결정했다.
케이스가 종료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 최고법원은 두 조치의 봉쇄를 임시 유지한다는 결정을 했을 뿐이다. 이제
텍사스 주 지방 법원은 다파와 확장된 다카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결해야한다. 이 케이스가 미국
최고법원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마 몇달 그리고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다른 법적인 선택들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최고법원의 아홉번째 판사가 임명되었을 때 미국 연방 정부가 미국
최고법원에게 케이스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민국 집행관들이 나를 쫓아올 것인가?
이민국 집행관은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만약
당신이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추방당하지 않아야 한다.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중범죄 전과, 심각한 경범죄, 또는 세 개 이상의 경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
2014 년 1 월 1 일 이후에 입국한 사람들, 또는 2014 년 1 월 1 일 이후에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최우선 순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 방문하여 알아볼 수 있다:
http://www.adminrelief.org/resources/item.545114Summary_of_New_Immigration_Enforcement_Priorities_and_Program_Changes_Annou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권리에 대해 알기
이민국 집행관이나 지역 경찰은 언제든지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멈추게 되거나 질문을 받게
된다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하지 말하야 할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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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직장에서 주어진 당신의 권리에 대해 공부해라. 이민국 집행관의 현장 급습에 대비해
당신의 권리에 대해 알기 카드 (http://www.ilrc.org/files/documents/kyr__no_phone.pdf)를 소지하라.



이민국 직원에게 당신의 이민 신분, 출생 국가, 또는 미국에 어떻게 왔는지 말하지 말라.
당신은 언제나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만약 당신에게 범죄 전과가 있다면 해당 기록을 바꿀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기


어떤 주에서는 당신의 전과를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법원에 있는 당신의 범죄 전과 기록을 없애는 것은 아마 당신을
덜 중요한 추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이있다면 변호사나 이민 항소국의 인가를 받은
대리인과 확인해보기 .


최근에 당신이 받은 추방명령은 당신을 추방 대상자의 우선 순위로 정한다. 만약 당신이
추방명령을 받았다면 변호사나 이민 항소국의 인가를 받은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지난 추방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이민 항소국의 인가를 받은 대리인은 이민
관련 문제로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들에서 찾을 수 있다)

신뢰받고 자격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와 이야기하기. 다파와 확장된 다카 신청이
불가능하더라도 추방 유예, 취업 허가증, 그리고 몇몇 케이스에 한해서는 영주권 등 당신에게 다른
이민 혜택이 가능할 수 있다.


http://www.adminrelief.org/legalhelp/을 방문하여 당신 근처에 위치한 무료 또는 저가의 비용으로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를 찾아 도움을 청해라.



당신에게 케이스 승소의 약속을 하거나 이민 혜택 신청없이 취업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말라.



오직 변호사와 이민 항소국의 인가를 받은 대리인만 법률 조언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공증인은 법적 도움을 줄 수 없고 그들은 변호사가 아니다.

2012 년에 시행된 최초의 다카조치는 계속 유효하며 최근 미국 최고법원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


자격이 있는 서류미비자는 다카 신청과 갱신을 지속할 수 있다. 다카 승인을 받은 사람들은
임시 추방유예, 취업 허가증, 그리고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이민법이 어떠한 형태로 변할 수 있는가?
이 곳은 길의 끝이 아니다. 다파와 확장된 다카는 몇몇 서류 미비자들을 돕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다. 지역사회의 이민 단체와 협력자들이 이 조치들을 위해 앞장서서 투쟁을 지휘했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 이민 지역사회의 생활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미래의 이민 시스템 개혁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는 많다. 다음 대통령이 미국
최고법원의 몇몇 판사를 임명할 기회가 있는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