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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 A] 범죄로인한추방을피하려면[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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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80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988년에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추방을 반대하여 추방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국경에서 영주권
을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추방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법
원에 언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성추행 범죄는 추방을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추방을 반대하여 추방
을 당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당시 선생님의 변호사가 추방을 반대하는 법원추천서를 신청해
서 받으셨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추방법원에서 언제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을 보면 이민국에서 추방
을 반대하는 법원추천서를 보고 추방통지서를 추방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이 아니라면 추방법원에서 선생님의 서류를 분실한 경우인데 서류가 나중이라도 발견되면 선생
님은 추방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추방을 반대하는 법원추천서를 법원에서 받았을 경우
1988년 성추행범죄로 선생님을 추방하거나 입국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추방소송을 당하시더라도 1990년 11월 29일에 받으신 추방을 반대하는 법원 추천서만 있으면
추방판사에게 추방소송을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영주권을 빼앗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추방을 반대하는 법원추천서가 있는데
도 영주권을 빼앗겼다면 이민국에서 실수한 것이므로 선생님께서 영주권자의 자격을 상실하신

것은 아닙니다. 문의:(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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