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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 조항 (불법 체류 구제 법안)

소셜 네트웍 (The Social
美 9월중 일자리 9만5천개 감소
입력일자: 2010-10-07 (목)

245i 조항은 불법 이민자를 위한 구제 법안이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면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거나 밀입
국했거나 오랫동안 불법으로 취업을 했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첫째,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신청서가 접수됐어야 한다. 이민 신청서는 I?130 가족이민 청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 I?360 특별이민 (종교이민) 청원서, I?526 투자이민 청원서 등이다. 그리고 노동허가서가 필
요한 취업이민인 경우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를 영주권 신청 기준 날짜로 한다.
둘째, 만약 1998년 1월 14일 후에 그러나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2000년 12월 21일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것은 I?94 혹은 이민국에서 온 통지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증빙자료가 없다면 운전면허증, 병원기록, 학교기록, 세금보고서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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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민 청원서가 접수됐을 당시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을 수 있었어야한다.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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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245i 조항의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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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
만약에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이민 청원서가 승인됐다면 이민 청원서는 당연히 접수당시 승인 받을
수 있었다고 이민국에서 간주한다.
반면 이민 청원서가 거절됐다면 거절된 사유가 중요하다. 서류가 거절된 이유가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 발생되
었다면 청원서는 접수됐을 당시 승인될 수 있었다고 간주된다. 예를 들어서 가족초청 청원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이민법이 바뀌었다든지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대어 폐업했다든지 등의 이유라면 서류가 거절되었어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서류에 이민 청원자의 자격이 처음부터 부족했었거나 사기로 인하여 거절되었다면 청원서 접수당시 승인
될 수 없었다고 이민국은 판단한다.
만약 서류 보완요청이 있었는데 서류를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지 못해서 거절되었다면 제출하지 못했던 서류
를 다시금 제출해야한다. 이민국은 그 서류를 먼저 검토한 후에 새로운 영주권 신청서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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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가 필요한 취업이민인 경우 좀 다른 법적기준이 적용된다. 노동부에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일단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받아드렸다면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접수 시 승인받을 수 있었다고 간주된다. 노동부에서
는 신청서가 접수 당시 승인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이유이다.
그리고 245i 조항은 넓게 적용된다.
만약에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이민 청원서의 수혜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21세가 넘어
더 이상 가족초청 청원서의 혜택을 못 받더라도 다른 이민 청원서를 통하여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밀입국을 하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전 배우자
와 결혼했을 당시 전 배우자의 이민 서류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됐고 전 배우자가 2000년 12
월 21일에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었다면 전 배우자와 함께 245i 조항의 해택을 받아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와 결
혼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민 청원서의 수혜자가 2001년 4월 이후에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겼을 경우에도 온 가족(배우자와 21
세 미만의 자녀)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5i 조항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오랫동안 희망이 되었다. 245i 조항이 법이 된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245i 조항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245i 조항이 갱신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245i 조항이 새롭게 통과 된다면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받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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