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CA 자격 여부 체크 리스트! 

 

우리가 이겼습니다! DACA 가 다시 복원됐습니다! 뉴욕주의 판사가 DACA 복원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경우 신규 신청을 할 것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DACA 가 완전 복귀되었고 DHS 가 신규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귀하가 서류 미비 이민 

청년(혹은 이제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닌 경우)인데 이 보호 조처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그 

여부를 모르는 경우 저희가 알아내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자격이 되건 되지 않건 여전히 변호사나 신뢰가 가는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체크 리스트는 가이드일 뿐이고 귀하의 

신청 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다음이 체크 리스크입니다.  

 

귀하가 이 모든 요건에 체크 표시를 할 수 있으면 DACA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체크 표시 

2012 년 6 월 15 일에 귀하가 31 세 미만이었습니까?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귀하가 최소한 15 세였습니까?  

 

*나이 제한 예외: 나이가 15 세 미만이지만 국외 추방 절차 중에 있거나 

최종 국외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자진 출국 명령을 받았고 이민자 구금 

시설에 있지 않은 경우, DACA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16 세가 채 되지 않았습니까?    

2007 년 6 월 15 일 전에 계속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까(미국을 떠난 적이 

없이 계속 살았습니까)?  

 



2012 년 6 월 15 일에 실제로 미국에 있었습니까?    

DACA 신청했을 때 실제로 미국에 있었습니까?    

2012 년 6 월 15 일에 서류 미비자로(합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다음 상황에 해당합니까?   

- 현재 학교에 다닌다. 또는 

- 공립이나 사립 고등학교나 중립 학교를 졸업했다. 또는  

- GED 를 받았다. 또는  

- 미국 연안 경비대나 군대에서 명예 제대를 했습니까?  

 

청소년이나 성인으로서 경찰의 심각한 조사를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딱지나 법원 소환장을 받거나 경찰관과 이야기를 했거나 다른 식으로 위법 

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범죄 조직 일원이었거나 범죄 조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를 경찰로부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미국을 위협하는 행위(예: 테러나 간첩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귀하의 답변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귀하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이 

목록은 가이드가 목적이지 모든 전체 항목을 수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분과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귀하가 31 세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포함) 다음을 

제출하십시오.   

- 출생증명서 공인 사본(영어로 되어 있지 않으면 번역본을 같이 제출) 또는  

- 출생증명서 사본 (공인 증명서가 없는 경우) 또는  

-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 만기 된 여권 사본(추가 신분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 유효한 영사관 발부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 만기 된 영사관 발부 신분증명서 또는  

- 유효한 학생증 사본 또는  

- 만기 된 학생증 사본 또는  

- DHS 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신분 증명 서류 사본 또는  

- 사진이 들어간 다른 공식 신분증명서  

 

귀하가 (1) 16 세 이전에 미국에 왔다는 것, (2) 13 년간 (2007 년 6 월 15 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미국에서 살았다는 것 그리고 (3) 2012 년 6 월 15 일 실제로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다음을 제출하십시오.   

- 전체 학교 성적표 (누적 성적표가 도움이 됩니다) 또는  

- 의료 기록 사본 (예방 접종 기록 포함) 또는  

- 재정 기록 사본 (은행 거래 명세서/수표, 월세, 공과금이나 신용 카드 고지서 포함) 또는  

- 고용 기록 사본 (세금 보고서 포함) 또는  

- 군대 기록 사본 또는  

- 다른 기록 사본 [휴대폰 기록, 스포츠나 학교 클럽 기록, 회원으로 있는 연대 기록, 교회 

기록(세례, 성찬 혹은 견진 성사 기록)] 또는    

- 사회봉사 서류 사본 또는  

- 법정 밖 선서 진술서**  

- **다른 증빙 서류와 같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GED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것이나,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고등학교 수업 이수 증명서가 있다는 것이나, GED 를 가지고 있거나 군대에서 명예 퇴역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다음을 제출하십시오.  

-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이수 증명서 또는  

- GED 증명서 사본 또는  

- GED 프로그램이나 다른 교육 프로그램 등록 증명서 사본 또는 성적표 사본 또는  

- 성적 증명서 사본(공식 사본인 경우 봉인된 사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 군대 기록 사본  



 

도움이 되는 추가 서류: 과거 이민 정보가 있으면 다음을 제출하십시오.  

- 합법적인 입국 서류 (비자, I-94 미국 출입국 카드) 또는  

- DHS 에 한 이민 신청서 사본 또는  

- DHS 와 이민 법원에서 받은 국외 추방 절차 서류 사본 또는 

2007 년 6 월 15 일 이후 미국을 떠났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여행 증명서 사본 그리고 

- 귀하의 부재를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DACAISBACK 문자를 877877 로 보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