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2014

[미주한국일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조치
LA

사회
경제

NY

경제
생활경제

W as hington DC

스포츠

San Francis co

라이프

타운비즈니스

Chicago

연예

문화

여행

생활법률

자동차

증권

뉴스홈 > 경제

Tweet

0

Seattle

Hawaii

사설/칼럼
상담코너

Like

Atlanta

Philadelphia

영문기사

라디오서울

V ancouver

Toronto

회원가입

전자신문 | 안내광고 | 한인업소록 | 열린마당

부동산

0

많이 본 기사

1/ 5

‘중국인 베벌리힐스’ 아케디아 부촌 ...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조치

미 석유매장량 최대치 집계...
자바 대형 의류체인 파산 비상...
적발 땐 웰페어 못 받는다

이동찬 / 이민 변호사

자녀가 준 용돈 보고 안했다가 SSI...

입력일자: 2014-12-04 (목)

해산물업체‘넵춘 매뉴팩처링’ 위생문제...
회전식 트램과 풍차, 온천으로 유명한...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대통령은 이민법과 관련 광범위한

불체자 운전면허 경찰 ‘OK’...

행정조치를 발표하였다. 앞으로 대략 4~500만명의 이민자들

삼성, 애플 승소 1심 결정 파기요청...
미 고용시장‘기대 이상’

이 이 행정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이 행정조치는 DACA 프로그램을 확장한다. DACA 프
로그램은 미국에서 16세가 되기 전에 입국했고 2007년 6월
15일부터 미국에 체류한 젊은이들에게 추방유예와 취업을 허
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981년 6월 15일 전에
출생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었으나 이제는 나이제한이 없
어져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것과 2007년 6월 15일이 아
닌2010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체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DACA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행정조치는
DACA의 혜택기간을 2년이 아닌 3년으로 늘린다.
둘째, 11월 20일에 발표된 오바마 행정조치는 영주권자와 시
민권자의 부모에게도 추방유예와 취업을 허락한다. 추방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2010년 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했고 2014년 11월 20일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
가 있었고 불법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어야한다.
그리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부모는 이민국의 우선적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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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민국은 추방유예 신청자의 범
죄기록을 조사하고 신청서를 심사한다. 어떤 범죄기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지 이민
국의 방침이 자세하게 발표될 것이라 예상된다.
셋째, 오바마 행정조치는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미국 내에서 신청하고 이민비
자를 해외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전에는 오직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만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조치는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 그
리고 21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자녀들 또한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받고해외에서 영
주권을 받는 것을 허가한다.
밀입국을 했거나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기록이 있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미
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결국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체류와 관련 입국금지 조항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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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다.
입국금지조항에 의하면 미국에서 180일 이상 1년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했다면 추후 3년간 입국할 수 없
으며 1년 이상의 불법체류를 한 경우 추후 10년간 입국할 수 없다.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더라도 면제를 승인받
으면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면제를 승인 받느냐는 것이다. 해외
에서 면제를 신청했을 경우 거절되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면제를 신청하면 거절이 되어도 면제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가족과 헤어지지는 않
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행정조치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가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신청
할 수 있게 허락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획득하게 되었다.
넷째, 오바마 행정조치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취업비자 프로그
램을 향상시키고 미국회사가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자면 승인된 취업이민 청원서는 있지만 영주권 문호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미리
영주권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외국인이 계류된 영주권 신청서의 혜택을 받게 한다. 그리고 학생들
에게는 OPT 직업연수 기간을 늘리고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단기 취업비자 H-1B 고용인의 배우자에게 취업을
허락한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행정조치는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민권시험 교육을 촉진하고 신용카드
로 인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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