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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아들이 적은 양의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
에게 적발되었고 마약을 판 혐의로 유재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민국 수용소에 잡혀있고 추방소송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들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공선변호인에게 말하고 유
죄를 시인했습니다. 추방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고 스스
로 자진 출국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의 아들은
3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답= 이민법에 의하면 마약판매혐의는 심한중죄에 속합니다. 심한중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추방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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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첫 마약소지혐의는 보편적으로 심한중죄는 아닙
니다. 9순활 연방항소법원의 관할구역에서는 두 번째 마약소지 범죄 또한 심한중죄가 아니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0mg 미만의 대마초를 소유한 범죄라면 추방을 쉽게 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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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양을 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혐의로 유재판결을 받으셨다면 아마도 유재판결을 무효
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상황은 모르지만 적은 양의 대마초를 소유했
었다면 보통 이민법을 고려하여 마약판매혐의가 아닌 마약소지협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정
상입니다.
특히 피고가 영주권자인 경우 죄를 인정할 때 피고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
유는 범죄혐의에 따라서 피고는 추방될 수도 있고 추방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유죄답변거래 중에 형량을 줄이는 것보다 이민법상 범죄혐의를 가벼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유
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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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유리하게 범죄혐의를 바꾸지도 않았고 피고에게 이민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정
보를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았다면 유죄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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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심한중죄 유죄판결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면 자진출국(Voluntary Depart
ure)을 받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심한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자진출국을
받지 못하도록 이민법은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유죄판결을 무효와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추방소송 전에 아드님께서 1-2주 내에 출국을 하실 수 있
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출국하는 것은 자진출국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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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직원들이 아드님을 한국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유죄판결을 무효화 시키지 못한다면 이
민국과 싸우면서 오랫동안 이민국 수용소에 갇혀있는 것보다 하루 빨리 출국하여 아드님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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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다시 삶을 개척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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