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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6년 전에 가주에서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처와 심하게 다투었는
데 전처가 다음날에 폭력을 사용했다고 경찰에 고발하였고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서 유죄
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했으면 하는데 저의 가정폭력기록 때문에 문제가 생기
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답= 범죄기록 때문에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한 후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방여
부를 파악하려면 어떤 형사법 조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주법은
연방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가주법상의 가정폭력은 연방정부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주 형사법 243(e)에 의하여 귀하는 배우자를 불쾌하게 살짝 건드리더라도 가정
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판례법에 의하면 폭력범죄는 불쾌한 접촉
보다 더 강한 접촉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서 단순한 접촉은 폭력범죄가 아니
기 때문에 가주 형사법 243(e)의 가정폭력범죄는 연방법에서 정의한 가정폭력이 아닐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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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e)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법원기록을 검토해야 추방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
다. 만약 법원기록에 귀하의 폭행이 불쾌한 접촉보다 더 강한 것이라고 증명된다면 귀하는 243
(e) 가정폭력으로 추방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형사법 243(e)으로 유죄판결을 받으실
때 폭행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법원기록에 없도록 케이스를 유도하셔야 합니다. 폭행에 대한 자
세한 내역이 없으면 추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가주 형사법 243(d)에 따라 심한 상처를 초래한 폭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연방법의 폭력범죄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배우자였다면 가정폭력범
죄로 추방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으셨으면 가정폭력이 심한중범죄로
분류되어 면제를 받는 것 또한 힘들어집니다.
형사법 243(d)으로 1년 보다 적은 형을 받으셨고 시민권 신청 후 추방소송을 당하시는 경우 이
민법정에서 추방취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방취소를 신청하시려면 범죄행위 전에 적어도 7
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셨어야 하고 심한중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추방취소신청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저울질하여 판사가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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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요소는 미국에 체류한 기간 미국에서 받은 교육 미국에 있는 가족 사업체 재산 좋은
성품 사회봉사활동 범죄에 대한 뉘우침 등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다른 범죄 나쁜 성품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추방취소가 승인되면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있고 시민권 또한 받을 수 있습니
다. 결론은 시민권 신청자가 가정폭력기록이 있다고 항상 추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
죄기록이 있다면 시민권신청을 포기하는 것 보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문의: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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