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인들을 위한 백악관 발의처 

 

사실개요: 이민신분이 없는 아시아인 이십니까? 당신의 미래에 투자하세요 

 

약 백오십만 명의 이민신분이 없는 아시아인들이 현재 그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1 이 중에는 이민 신분 문제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미국인이지만 서류상으로만 아닙니다. 그들은 

때로는 유아시절에 부모님을 따라 이나라에 왔으며 그들이 직업을 구하거나 운전 면허나 대학 

장학금을 신청할 때까지는 자신이 이민신분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며 심지어 반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는 등 

지금껏 모든 것을 제대로 해 왔는데, 그들은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전혀 모르는, 게다가 그 나라의 

언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나라로 추방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 2012 년 6 월 15 일 

아동기 도착자 추방 유예 (DACA) 

2012 년 6 월 15 일, 오바마 행정부는 국토안보부가 아동기 도착자 추방 유예(DACA)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2 DACA 정책은 기소재량 하에 사례별 심사를 통해, 아동기에 미국에 온 일부 이민신분이 

없는자들이 추방에 대한 임시 구제와, 가능한 경우, 고용 승인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130,000 명 이상의 아시아계 이민신분이 없는 자들이 DACA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2 이들 대부분은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의 큰 주에 살고 있지만, 플로리다, 

죠지아, 노스 캐롤라이나 등의 주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2012 DACA 정책아래 자격심사에 적격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인, 필리핀인, 중국인, 인도인, 그리고 베트남인입니다. 

이외에도 태평양 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 출신 중 많은 사람들도 

DACA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미국 통계조사국의 미국커뮤니티조사(ACS) 공공 사용 마이크로 데이터(PUMS) 분석. 이민신분이 없는자들의 수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Robert Warren. “허가받지 

않은 미국 거주자에 대한 자료 민주화: 추정치 및 공공 사용 데이터, 2010 에서 2013.” 이주 및 인적 보안 저널 2, 4 권 (2014)을 참조하십시오. 

2 미국 통계조사국의 미국커뮤니티조사(ACS) 공공 사용 마이크로 데이터(PUMS) 분석. DACA 적격 인구 추정에 사용된 방법에 대해서는, Robert Warren. “미국의 

허가받지 않은 거주자에 대한 자료 민주화: 추정치 및 공공 사용 데이터, 2010 에서 2013.” 이주 및 인적 보안 저널 2, 4 권 (2014)을 참조하십시오. 



DACA 의 영향 

DACA 취득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급여가 나은 직업을 찾아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받은 

교육과 훈련에 더 적합한 직업을 찾으며;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3  이것은 또한 미국 

내에서 출생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돕고 기회를 

만들어 냅니다.4 

 

"DACA 이전에는 이 일 저 일 옮겨 다니며 적은 

수입으로 겨우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에서 일하게 되어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DACA 도입 덕분에, 이제 저는 그저 생존하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삽니다.”  

— 사가 파타군디 (Sagar Patagundi), 켄터키 주 루이빌 (DACA 수혜자) 

“우리는 DACA 수혜자인젊은이들을 미국 노동력을 

강화시키는 재능있고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로 봅니다. 

DACA 가 이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했고, 

고용주로서 우리는 그들의 대단한 성취에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 캐시 차 (Cathy Cha),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고용주) 

“DACA 가 생기기 전에는, 저는 이 나라에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언젠가는 의사가 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신분으로는 병원 봉사활동조차도 

힘들었기에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DACA 덕분에 저는 임상 연구 부문에서 일할 수 있었고 이제는 의과대학 1 학년 학생이 되었어요. DACA 가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의과대학 중 하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문을 열어 주었죠.”   

— 마르셀라 주 (Marcela Zhou),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DACA 수혜자) 

DACA 신청 방법 

DACA 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DACA 신청 방법을 보시려면, 미국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www.uscis.gov/daca 를 방문하십시오.  

미연방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내에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제도인들에 대한 백악관의 

구상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www.whitehouse.gov/aapi 를 방문하십시오. 

                                                      
3 Tom K. Wong, Kelly K. Richter, Ignacia Rodriguez, Phillip E. Wolgin. “DACA 취득자들에 대한 전국 설문조사 결과로 이 프로그램의 영향이 확인되다” 2015 년 7 월 

9 일. https://www.americanprogress.org/issues/immigration/news/2015/07/09/117054/results-from-a-nationwide-survey-of-daca-recipients-illustrate-the-

programs-impact/. Roberto G. Gonzales 외. “DACA 3 년차: 고등 교육과 고용 접근에 대한 도전과 기회” 2016 년 2 월 25 일. 

http://www.immigrationpolicy.org/special-reports/DACA-at-Year-Three-Challenges-and-Opportunities.  

4 백악관 경제 자문 위원회 “이민에 대한 행정 조치의 경제적 효과.” 2014 년 11 월.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docs/cea_2014_economic_effects_of_immigration_executive_action.pdf. 

http://www.uscis.gov/daca를%20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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