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미비 청년들의 추방 유예 및 노동허가서 

2012년 6월 15일 국토안보부에서는(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서류미비자 청년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선 강제추방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이들은 “추방 임시 유예 (Deferred 

Action)”를 신청 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추방유예조치의 자격조건은? 

추방유예조치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에 16세 미만의 나이에 입국했으며;  

•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서 최소 5년 동안 지속해서 거주해왔으며,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GED) 합격자, 또는 미국의 군대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자로서;  

• 중범죄기록이나, 심각한 경범죄, 또는 다수의 경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간주되어야 하며, 

•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 

2012년 8월 15일 현재, 추방 유예 조치 해당자는 미 이민국 (USCIS)에 추방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신청비 $465입니다. 모든 신청서류와 

상세한 설명은 USCIS 웹사이트 www.uscis.gov 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


신청시 위험요소     

 

현재 법원에 추방 절차가 진행 되고 있는 상태인데 추방유예 자격이 되신다 

생각하시면 신청시 위험성이 전혀 없으므로 즉시 해당 이민판사나 이민세관 

당국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추방 유예를 신청할 경우, 미 

이민국 (USCIS)의 정책은 신청자가 일정한 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사기 범죄를 범하지 않은 이상 신청자를 추방시키지 않는 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추방유예혜택이 주어지기 전에 반드시 범죄 기록에 대한 조회를 마쳐야 

합니다. 만일 신청자가 일정한 범죄기록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방 유예를 

신청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방유예 혜택은 2년 동안 주어지게 되며 무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방유예조치가 시민권을 받게 되는 과정이 아니며, 또한 정부에서는 언제라도 

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바뀔 경우에는 추방유예 

혜택이 계속될 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기 이민 실무자를 조심하십시요! 

 

노스 캐롤라이나 정의 센터 ( NC Justice Center) 에서는 모든 대상자는 

오로지 자격증을 가진 이민법 변호사나 이민 항소 위원회(BIA) 승인 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많은 사기 이민 실무자들이 

변호사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준비해 주는 조건으로 사례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직 변호사나 이민 항소위원회(BIA)의 승인을 받은 대표자만이 

신청자가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지, 무엇이 적절한 신청절차인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정의 센터와 이민 변호사, 

이민 항소위원회 승인 받은 비영리 단체에서는 신청자들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전 준비는 어떻게? 

 

 신청비용 $465 준비한다. 

 미국에 16살 전에 들어왔고 적어도 2007년 6월 15일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집한다. 이러한 서류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날짜를 기록한 학교 기록, 의료 기록, 금융 관련 기록, 

군생활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학교 재학 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군대 명예 제대 증명서 등을 

수집한다. 이러한 서류에는 졸업 증명서,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학교 

성적표, 군 복무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혹여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셨거나 

또는 검정고시 자격증이 없으실 경우, 검정고시 학원이나 준비코스를 

바로 등록하셔야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법 집행 당국과 어떠한 작은 접촉이라도 있었다면, 

반드시 범죄 기록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많은 

교통위반도 경범죄 입니다. 따라서 유능한 이민 변호사가 신청자의 

범죄 기록이 추방 유예 조치의 결격 사유가 될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범죄 기록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도움은 어디서? 

 

NC 정의 센터에서 무료 추방유예 설명회와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분들과 이민 항소위원회 승인 받은 대표들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날짜는 http://www.ncjustice.org/deferred-action 

에서 보실 수 있으며, (919) 675-2409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deferred.action.ncjc@gmail.com 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 

 

http://www.ncjustice.org/deferred-action
mailto:deferred.action.ncjc@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