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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Korea NIW,10년 노하우제공, NIW..

이민 비자 전문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떡볶이가 생각나는 계절 집에서 쉽게 만.

고혈압 당뇨를 해결하는 차 중국 진품 ...

Google광고

홈 > 뉴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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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소송에 회부, 피할수 있는 방법?[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
호사][LA중앙일보] 

이동찬/변호사
기사입력: 12.13.11 10:28

 

▶문= 12세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15년 동안 불법 체류를 하였습니다. 1998년 

이전에 이민신청을 시작하여 가족은 영주권을 받았는데 저는 진행기간 중 21세가 넘어 받지 못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셨는데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추방소송에 

회부되었습니다. 혹시 추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지난 6월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기소 재량권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지침서

에 의하면 추방소송 전 추방소송 중 그리고 추방재판 후에 ICE 직원이 대상자의 미군복무경력 

합법적인 체류 기록 입국 시기 학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 후 기소 재량권을 이용하여 체포된 외

국인을 풀어 주거나 추방소송 통지서(NTA)의 발부여부를 보류 진행 중인 추방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린 시절 입국하여 학교도 다니며 오랜 기간 체류하였습니다. 또한1998년 이전에

(21세가 되기 전) 영주권을 신청했기에 245i 불법체류자 구제조항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현

재 이민청원서까지 제출하신 상태라니 지침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ICE의 지침서에 대한 실행 여부 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ICE는 지침서에 대해 지역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LA의 한 ICE 변호사는 추방대상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면 추방

소송을 중단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고 다른 지역의 ICE 변호사는 그 지침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자세한 내용이 없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이전

의 방침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후에 영주권 신

청을 하실 수 있기에 LA 지역에서는 추방소송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ICE 변호사가 추방소송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자세

히 설명하는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추방대상자가 미국에 16세 이전에 왔는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미국에 5년 이상 체

류했는지 등을 고려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ICE 직원들이 얼마나 더 지침서를 따르게 될지는 의문이지만 추방재판에 회부된 상태에서는 IC

E 직원들에게 기소재량권의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신청하시

길 권해 드립니다.  

 

▶문의: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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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히 LA 파고든 호스트바…10여곳 성업 

옆좌석 여성 더듬던 운전자 '딱걸려' 

한인 호스트바 살해용의자 한국도주 

의원 당선 '플레이보이' 표지모델, 푸틴과… 

렙텔국제 폰 콜, 코리안 100% 보너스 

영주권 문호 열려서 접수를 했는데… 

골프스윙 돕는 6가지 사무실 스트레칭 

아이폰 때문에 이혼까지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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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소송 중 소송연기와 영주권 신청 [ASK미...

임시 영주권 조건을 해제하려면? [ASK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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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 비자로 있는 가족이 함께 영주권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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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자존심 

춤을 추는 간 

지긋지긋한.... 통증 

고기를 잘근잘근

송년회 술마시는 방법은 따로 있다

한 해의 막바지, 유쾌한 자리에 나
가기 전 반드시 알아둘 팁!

배수관 막혔다고 매니저에게 연락하기 전에!

해가 바뀐다니 얼굴 주름이 도드라져 걱정?

등산할 때 '유인원 보행법'이 좋은 이유

reentry준비서류 금액??

Parole(가석방)

한국 소나무를 찾습니다

H-4 받고 미국 오기 vs. 관광비자로 와서 ...

빈넘버 요청

coffee vending machine

공인중립자 rhddls 악담을 합니다.

영주권 문호 열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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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만하면 $200불 쏜다!

 플레이보이 표지모델 러시아 의원 당선…러시아 ...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 악인인가
Like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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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 감정표현:           

 BBK 김경준, 기획입국설 가짜편지 작성자 고소

 알리, 눈물사죄속 "3년전 性폭행..노래로 견뎌"(전문)

 트랜스포머 헬기·타조 로봇 … 영화 같은 ‘미래 무...

 [동영상] 의지의 금발 비키니 여성, 물 위를 걸으...

 ‘배트맨’ 크리스천 베일, 중국 공안에 봉변…인권...

 정명훈 “난 음악밖에 몰라 … 연봉 논란엔 할 말 없...

 한명숙 징역5년 구형…내달 13일 선고(종합)

 “일본 여성 200명 중 1명은 성인물 출연” 日 주간...

산호세 룸 아가씨구합니다!!!

하루 300불 이상 벌게 해 드립니다.

퓨전중식 배우실분

base ball lesson 

OFFICE ASSISTANT for immediate Hire..

Interpreter/Translator at Houston, TX

Client Server Development (11-1074) 

아시안 푸드가 세계

를 제패했다

240년 전 운명의 문

이 열린 날

병 안 걸리고 오래 사는 법

가끔 나타나는 정신병자 한국인들

생신 축하합니다!

문뒤에 숨어서 떨어트린 눈물 한방울

대게를 맛있게 찌는 방법

O> >> 라면에 쐬주 한잔 하실래요?! >>X

[펌]한편의 영화같은 실화

바람둥이 때려잡기

적우 노래 12곡 모음-동여상...

더럽고 찢어져도 버릴 순 없다.

[고급 상점 및 백화점]갤러리아 댈러스 TX

[세계적인 꿈의 동산]디즈니랜드 CA

[테코파 미네랄 온천장]인요카운티 CA

[다운타운 최대의 쇼핑상가]16가 쇼핑몰 CA

[하얀 나선형의 미술관]구겐하임 미술관 NY

TALK! 한인장터 묻고 답하기 한인업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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