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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지지하는 이민법 개혁안
이동찬
변호사
지난주 8월2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탐 카
튼 상원의원과 데이비드 펄두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민법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
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 론 존슨 상원의원, 린시 그래이엄 상원
의원은 벌써부터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연방
상원에는5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과 46명의
민주당 상원의원과 2명의 무소속의원이 있
다. 예상대로 민주당 상원의원들, 무소속의원
들, 그리고 몇몇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제
안된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다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제안된 개혁안은 이민초청제도를 기술
에 따른 점수제도로 바꾸고 시민권자와 영
주권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를 제외
한 모든 가족초청 카테고리를 없앤다. 시
민권자의 부모 초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의 미혼자녀 초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
청,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이 없어 진다. 그
리고 개혁안은 가족초청이민에 할당된 영
주권의 숫자를 480,000개에서 88,000개로
줄이고 1년내에 받을 수 있는 영주권 케이
스만 제외한 계류된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는 무효화 한다. 개혁안은 가족초청 카테
고리를 없애므로 합법적인 이민을 절반으
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된 개혁안에 의하면 이민신청자는
점수제도에 따라 적어도 30점을 받아야 영
주권을 받을 수 있다. 개혁안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이민신청자를 우선화 하고 영어실
력에 따라서 총 12점을 부여한다.
또한 개혁안은 이민신청자의 학력에 따
라서 점수를 부여하는데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외국 박사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 소유자에게는 10점을, 미국 박사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 소유자에게는 13점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외국 석사
학위 소유자에게는7점을, 미국 석사학위
소유자에게는8점을, 외국 학사학위 소유자
에게는 5점을, 미국 학사학위 소유자에게
는 6점을 부여한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
에게는 1점을 부여한다.
개혁안은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점
수를 부여한다. 18-21세 신청자에게는 6
점을, 22-25 세 신청자에게는 8점을, 26-30
세 신청자에게는 10점을, 31-35세 신청자
에게는 8점을, 36-40세 신청자에게는 6점
을, 41-45세 신청자에게는 4점을, 46-50세
신청자에게는 2점을 부여한다.
제안된 개혁안은 job offer가 있고 고임

금을 받는 이민신청자를 우대한다. 주평균
임금보다 이민신청자가 임금을 얼마만큼
더 받느냐에 따라서 이민신청자에게5점에
서 13점을 부여한다.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한 이민신청자에게
도 점수를 부여한다. 이민신청자가 135만
달러를 이상을 투자했으면 6점을, 180만 달
러 이상을 투자를 했다면 12점을 부여한다.
위의 점수말고도 제안된 개혁안은 Nobel
상을 받거나 과학분야 또는 사회과학분야
에서 동등한 인정을 받았다면 영주권 신청
자에게 25점을, Olympic Medal를 받았다
면 15점을 부여한다.
이 점수제도에 따르면 영어를 못하고 고
등학교만 졸업한 41세 외국인은 총5점을
받기에 미국에 이민을 올 수 없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외국 석사학위
를 가졌지만 영어를 못하는 38세 외국인
도 총 13점을 받기에 이민을 올 수 없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외국 박사
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를 가졌지만 영어를
못하는 32세 외국인 도 총 18점을 받기에
미국에 이민을 올 수 없다.
미국에 이민을 오는 대부분의 외국인들
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 만약 영어시험
점수가 이민의 조건이 된다면 영어를 사용
하지 않는 국가에서 이민을 오기 힘들어진

다.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보좌관은 기자
회견에서 신민권 신청할 때에도 영어시험
이 있다고 변명을 한다. 그러나 보통 영주
권을 받고 5년을 미국에 체류한 뒤 신청
할 수 있는 시민권은 영주권과 같을 수 없
다. 미국에 오기도 전에 영어를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은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서
는 이민자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이민법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번에
제안된 개혁안은 현 이민법의 문제를 해결
하지 않는다. 영주권을 신청한 후 너무 오
랫동안 기다려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서 오히려 합법적인 이민을 절반으로 줄인
다면 미국사회에 오히려 악영향을 가지고
올것이다. 이번 개혁안이 연방상원을 통과
하지 못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
담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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