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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콜로라도 주 의회 정기총회
이민자 관련 법안들

● 하원 법안 21-1054 (상원 J. Gonzales 및 하원 D. Jackson): 이 법안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 및 지역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일부 주택 프로그램에는 특정 유형의 이민 신분을 요구하는 연방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지만, 서류 미비 개인 및 가족은 주택 안정 자원에 대한 보다 쉬운 접근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 상원 법안 21-077 (상원 J Gonzales 및 하원 A Benevidez, C. Kipp): 이민 신분은 더 이상
주 및 지역 면허증, 인증서 또는 등록에 대한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공인 간호
보조원 또는 지방 비즈니스 면허 등 직업적 면허들이 포함됩니다. 이 변경은 DACA
수혜자와 같은 노동 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모든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 상원 법안 21-009 (상원 S. Jaquez Lewis 및 하원 Y Caraveo):새로운 프로그램의
생성을 통해 콜로라도 주민들은 서류 미비 체류자들을 포함하여 피임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과 가족들에게 최상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상원 법안 SB 21-131 (상원 J. Gonzales 및 하원 S. Gonzales-Gutierrez).운전 면허증을
포함한 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신청자의 개인정보 자료 보호를 위하여, 주 기관들은
법에 의하여 또는 법원이 발행한 소환장, 영장 또는 명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이민
집행 목적으로 개인정보 자료를 공개 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 기관은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민 신분에 대한
정보 수집은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제한해야 하며, 새로운 법률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하원 법안 21-1150 (상원 J. Gonzales 및 하원 I Jodeh). 노동 고용부 안에 콜로라도 뉴
아메리칸 오피스(Office of New Americans)를 설립하면 이민자 관련 문제가 주 정부에
제기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커뮤니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민자들이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반 조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획합니다.

● 하원 법안 21-1194 (상원 D. Moreno 및 하원 K. Tipper, N. Ricks):이민 법적 방어 기금은
이민 절차에서 저소득층 개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농촌
지역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 및 법률 대리를 확장할
것입니다. 뉴 아메리칸 서비스는 이 기금을 통해 콜로라도 주의 비영리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수여하여 무료 법률 자문, 상담 및 대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 하원 법안 21-199 (상원 S. Jaquez Lewis, F Winter 및 하원 D. Esgar, S.
Gonzales-Guiterrez). 2022년 7월 1일부로 기회의 형평성을 창출하기 위해,연방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일부 주 및 지방 공공 혜택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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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SB 21-077 및 HB 21-1054에 따라 제공되었던
혜택을 더욱 확장합니다.

● 하원 법안 21-1057 (상원 R Rodriguez, J Cooke; 하원 K Tipper, D. Roberts). 현행법에
따르면 금품을 착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불법 체류 신분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범법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도록 (또는 무언가를 하지 않도록)만들기
위해 그 사람의 불법 체류 신분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역시 범법행위 입니다.

● 하원 법안 21-1075 (상원 J Gonzales 및 하원 S. Lontine).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법안은
서비스 계약에서 "불법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승인 노동자"로
대체합니다.

● 상원 법안 21-233 (상원 R Rodriguez 및 C Hansen; 하원 A. Benavidez, S.
Gonzales-Gutierrez). 불법 신분의 많은 이민자들이 오직 자신의 이민 신분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콜로라도 주에서 서류 미비자가 실업 급여에
어떤 형태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용이하게 합니다.

● 하원 법안 21-1060 (상원 J Gonzales 및 하원 Gonzales-Gutierrez및 I. Jodeh). "U
비자"는 연방 이민법에 따라 특정 범죄의 이민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영주권을 위한
통로를 제공합니다.신청자는 반드시 범죄의 수사 또는 기소에 도움이 되었거나
피해자였다는 내용의 사법 기관의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모든 법 집행
기관이 특정 기간 내에 인증을 완료하도록 보장할 것이며, 또한 고려할 수 있는 요인과
이민 당국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법 집행 기관이 피해자들에게 U 비자에 대해
알려주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 SB 21-087 (상원 J Danielson 및 D. Moreno 및 하원 K McCormick및 Y Caraveo). 이
법안은 다른 많은 근로자들이 누리고 있는 동일한 보호, 즉 최저임금 보장과
초과근무수당, 식사 및 휴식, 노동조합 결속, 직원 사택에 방문자 허용, 과로 및 건강보호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농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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