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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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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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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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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