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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지난 4 월 24 일부터 시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중단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업데이트가 생겼습니다. 6 월
24 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현재의 이민중단뿐만 아니라 취업비자 H-1B 와 H-2B, 인턴쉽 비자 J1, 그리고 주재원 비자 L 발급을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중단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밖에
체류하시는 분들께서는 6 월 24 일 전에 발급받으신 취업비자, 인턴쉽 비자, 그리고 주재원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미국 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비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학생비자 (F)나 투자비자 (E)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재원들은 주재원 비자 (L)와
유사한 투자비자 (E)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
3.
4.

미국 영주권자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21 세 미만 자녀
미국의 식품 유통 공급 종사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a. 미국의 국방, 법, 외교, 또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람들
b. COVID-19 과 관련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c. 미국에서 COVID-19 과 관련해서 의료 연구를 하는 사람들
d. 미국의 경제 회복 촉진을 돕는 사람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주한 미대사관의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인터뷰가 재개되더라도 미국 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내에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졸업후 OPT 로 일하며서 취업비자 (H-1B) 신분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밖으로 출국하실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시행도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의 DACA 유지 판결>
지난 6 월 18 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DACA 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미행정부가 DACA 폐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들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DACA 는 계속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민국은 새로 DACA 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중단되었던 DACA
소지자의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에 대한 지침도 함께 마련될 것입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또는 DACA 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Newsletter 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 (imin@iminusa.net)이나 전화(213-385-4646)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