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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경보: DACA 이민 사기 주의 

 

최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아동기에 온 

사람에 대한 추방 유예 제도) 정책을 종료하려 할 때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이 정책은 현재로서는 유효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자비에 베세라(Xavier Becerra)는 현재의 DACA 수혜자와 

잠재적 DACA 신청자에게 이민 사기, 이민 문제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공증인 또는 이민 

컨설턴트를 경고했습니다.   

 

DACA 상태 신청에 관심이 있는 개인은 추가 정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을 구하고 법적 

선택사항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DACA 수혜자와 그 가족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합법적인 이민 자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베세라 법무장관은 DACA 수혜자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팁을 제공합니다.  

 

소비자 팁 

• 이민 컨설턴트나 공증인을 고용하지 마십시오. 이민 컨설턴트는 변호사나 이민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이민 컨설턴트는 어떤 양식을 작성해야 하든 이민에 대한 

조언이나 방향을 제공할 수 없으며 귀하를 대신하여 정부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예: 문서 사본을 가져오고 답변을 제공한 양식을 

작성하는 데 주는 도움)는 변호사 또는 공인 기관의 법률 자문을 받는 일의 일환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 업무입니다. 공증인은 변호사가 아니며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신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sos.ca.gov/business-

programs/immigration-consultants/에서 캘리포니아주 국무부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 이민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 허가를 받을 때까지 고용하지 마십시오. 공증인과 이민 컨설턴트는 

불법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자신들이 이민 변호사라고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또는 다른 미국 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가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members.calbar.ca.gov/fal/membersearch/quicksearch 로 이동하여 주 변호사에게 

https://www.sos.ca.gov/business-programs/immigration-consultants/
https://www.sos.ca.gov/business-programs/immigration-consultants/
http://members.calbar.ca.gov/fal/membersearch/quick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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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십시오.  미국의 다른 주에서 면허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에서 변호사 

면허를 발급하는 주 대법원 또는 주 기관에 연락하여 면허를 확인합니다.   

 

• 이민 신청서에 비용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uscis.gov/forms 의 미국 시민 및 이민 서비스 (USCIS)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러한 양식에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 소속된 dot-gov(.gov) 웹사이트에서 이민 정보를 가져옵니다. 닷컴(.com), 닷넷(.net) 

또는 기타 웹사이트의 정보는 잘못되었을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고, 읽고 이해할 때까지 이민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번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를 받았고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또는 한국어로 서비스를 협상하는 경우, 변호사는 

고객이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 번역본을 고객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은 

제공할 서비스와 각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서 사본을 

보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민 변호사에게 지불할 때마다 결제 금액과 잔액이 명시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무에게나 원본 문서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원본 문서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분실하거나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본만 제공해야 합니다.  

 

• 잘못된 정보나 빈칸이 포함된 출입국 신고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출입국 신고서에 서명하기 

전에 양식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귀하의 이민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전화로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USCIS 를 포함한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은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로 

귀하의 개인 정보나 결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 이민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이민국에 제출된 이민 문서의 사본과 이민 

상태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서신을 받으세요.  

 

유용한 리소스  

•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CDSS) –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입니다. 서비스 가용성에 대해 문의하려면 조직에 직접 연락해야 

https://www.uscis.gov/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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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비영리 단체 목록은 cdss.ca.gov/benefits-services/more-services/immigration-

services/immigration-services-contractors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State Bar of California)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신탁 

프로그램(Legal Services Trust Fund Program)은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 민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에 부여된 자금을 관리합니다. 조직 목록은 

calbar.ca.gov/Access-to-Justice/Legal-Aid-Grants/2020-Grant-Receivers 를 방문하십시오. 

 

• Law Help CA –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직접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적 구호 

단체 및 추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whelpca.org 를 참조하십시오.  

 

• 미국 법무부 인정 및 인증 사무소 – 미국 DOJ 는 주 및 시에서 인정하고 공인된 대표자 및 

단체 목록을 유지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인 대리인 및 단체 목록은 

justice.gov/eoir/page/file/942306/download#CALIFORNIA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유용한 현지 자료는 oag.ca.gov/daca 를 참조하십시오.  

이민 사기 

이민 사기 피해자인 경우,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지방 검찰청 또는 소비자 담당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 Ftccomplaintassistant.gov/GettingStarted?OrgCode=USCISCREO&NextQID=261#crnt 에서 연방 

무역위원회에 신고하십시오. 

 

• Uscis.gov/avoid-scams 에서 이민 사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Oag.ca.gov/report 에서 법무장관에게 보고하십시오. 귀하가 이민 사기 경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고 이민 서비스 사기를 조사하고 

기소할 자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의 최고 법률 책임자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우리 주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대리할 수 

없습니다.  

 
 

https://www.cdss.ca.gov/benefits-services/more-services/immigration-services/immigration-services-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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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help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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