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이민 개혁과 DREAM법안에 대한 장로교 정책,
DACA가 포함된 정신
미국장로교회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없지만 DREAMers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및 포괄적인 이민개혁에 관한 많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 국회가
DREAM법안과 이민 개혁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가 기도했을 만한 구제책은 이제 DAC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다 제한된
구제 형태로 옮겨졌다.
DACA와 드림 법안
DREAM 법안과 DACA는 둘 다 똑같은 대상을 구제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민 관련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운전 면허증을 얻을 수 없거나, 대학 입학 혹은 출입국 관리가
어려워지는 젊은이들을 말한다. 차이점은 국회가 DREAM 법안을 통과 시켰다면
청년들은 영주권과 시민권으로 이어질 영구적 인 구호를 받게 될 수 있었음이다.
DACA는 법의 변화가 아니라 정책의 변화이기 때문에 임시 추방을 허용 할 수
있다. 교회는 우리 정책에서 DACA를 심사숙고 하지는 않았지만 DACA에
적용될 수 있는 DREAM 법안과 DREAMers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하였다.

"지역적으로 지교회 회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민법 집행에 관하여"
218차 총회(2008)는, "합법적인 상태의 부족으로 소망이 없는 청년들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교회, 노회 및 대회에 요청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회의록, 2008,
파트I, 1064 쪽).
220차 총회(2012)는 결의안에서 "우리 이웃과 신앙 공동체의 이민자들의
상태"에서 교회 공의회는 "불법 체류자들인 학생들의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DREAM 법안의 통과를 옹호함으로써 우리 교육 기관의 많은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록, 2012, 1부, 1159쪽).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지지하기 위한 옹호론"으로 220차 총회(2012)에서 공공
증인 사무소와 이민문제 사무소는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시민권에 대한
경로를 제공하는 드림 법안에 상응하는 법안을 국회가 즉각 통과시키고, 동시에,
DREAM법안 또는 동등한 법안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일시적인 법적 지위를
제공하도록 행정부에 촉구함"을 옹호하도록 지시하였다(회의록, 2012, I부,
1143쪽).

우리 나라, 이웃 및 신앙 공동체에서 "공식 이민자 및 불법체류자 모두의 현장,
상태 및 공헌에 관한 행동을 취함"을 의논한 220차 총회(2012)는 노회, 개체

교회 및 개별 장로교인들과 그 가족들이 종교단체 및 지역 사회의 법 집행
지도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연방 차원에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드림 법
(DREAM Act, 외국인 미성년을 위한 개발, 구제, 및 교육)과 같은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격려하였다" (회의록, 2012, 1부, 1140쪽).
장로교인들이 청년들을 위한 시민권의 통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진술에서 젊은이들이 학교에 가고 추방의 두려움을 넘어서 다가오는 희망을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것도 분명하다. 후자는 DACA를 통한 행정 처리로
일시적인 제공이 되고 있다.
포괄적인 이민 개혁:
장로교인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성인들에 대한 우리의 희망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였다.
213차 총회(2001)는 사회 증인 정책 자문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길 희망하였다: "1. 미합중국에 있는 이민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프로그램을 연방정부에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회의록, 2001, I부,
502쪽). 정서기, 노회와 대회, 공공 증인 및 전국 교회협의회가 연방 정부에
요청하고 알리도록 지시한 다음 "총회 정서기는 미국 대통령과 국회 상하원
지도층에 편지를 작성하고 보내어, 포괄적인 이민 개혁에 찬성하여 우리의
확고한 지위를 알리고 그러한 입법이 대신하기를 요청한다" (위의 자료와 같음).
"미국에 거주하고 일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합법화 프로그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주장한 216차 총회(2004)는 미국장로교회와 그 치리회가
"이미 미국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합법화
프로그램 정착을 옹호함"을 요청하였다 (회의록, 2004, I부, 737쪽).
"모든 이민자를 위한 옹호와 환영"에서 217차 총회(2006)는 회중과 노회에게
"이 나라에 이미 공헌한 근면한 이민자들이 자신의 지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만족,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고 결국 미국시민이 될
수 있는 옵션을 추구함"을 도전하였다 (회의록, 2006, I부, 880쪽).
"이웃 국가와 신앙 공동체에서의 이민자 상태에 대한 결의안"에서 220차
총회(2012)는 "미국장로교 공공 증인 사무소 [OPW]"에 이민 개혁을 국회 및
백악관 일원들과 협력함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록, 2012, 1부,
1159 쪽). OPW가 "이민 개혁에 협력하는 교단 참여......"와 GAMC, ACREC,
이민 문제 사무소 및 유색인종 협의회를 조정하여 이민 개혁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만들도록 지시한다 (위의 자료와 동일).
"포괄적 이민개혁을 지지하기 위한 옹호론"의 220차 총회(2012)는 "교회 내의
모든 공의회는 연방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위한 교육과 옹호를 위해

신앙 공동체, 사업 조직,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시민 사회 단체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회의록, 2012, I부, 1142 쪽).
“우리 나라, 이웃 및 신앙 공동체에서 이민자의 현장, 상태 및 공헌에 관한
행동을 취한” 220차 총회(2012)는 노회, 교회 및 개별 장로교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AILA)가 출간한 자료 안내에 요약되어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을 대신하여 옹호할 것......"을 권장하였다 (회의록, 2012, 1부,
1140쪽).

위에서 열거한 정책들 가운데 포괄적인 이민 개혁(CIR)이 직장 남용과 가족
분리의 위험을 덜어주기를 희망한다.
앞에서 언급한 216차 총회(2004)의 성명서는 "가족 통일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CIR정책을 촉구했다 (회의록, 2004, 1부, 738쪽). 앞서 언급한 218차
총회(2008)는 "강제 추방당한 수천 명의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고난과 상처를
비난한다" (회의록, 2008, 1부, 1064쪽). "포괄적 이민 개혁 옹호론"의 220차
총회(2012)는 CIR이 "가족 단절을 피함으로써 가족 단결을 최우선으로......"
(회의록, 2012, I부, 1142쪽)해야 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착취, 학대, 모욕에서
그들의 존엄에 이르기까지......" (위의 자료와 동일, 1143쪽). "우리 이웃과 신앙
공동체에 있는 이민자들의 곤경에 처함"을 보고한 220차 총회(2012)는
"감옥에서의 오랜 기간의 구금과 범죄 기록이 없는 많은 사람들의 구금을 통하여
헤어지게 된 가족들......"을 교회 공의회가 다루어 주기를 결의하였다 (위의
자료와 동일, 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