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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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이민자들의 행정유예

2. 미국 시민권 자녀의 출생증명서

형사기록이 있으신 분은 신청

신청이 예상되면서 이민국의 서류

3. 영주권 자녀의 제적등본

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4. 신청자의 미국 거주기록

상의를 하시는 것이

처리 속도가 많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분들께서는
지금부터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시어
행정명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a) 2010 년 1 월 1 일이후 꾸준히
미국에 체류함을 증명하시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b) 아파트 리스, 은행, 병원기록,

신속하게 케이스를 접수하시기

우편물 등 날짜와 신청자의

바랍니다.**

이름이 나와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바마 행정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서류미비
부모님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준비하실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신청자의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5. 신청자의 법원서류 (형사기록이
있는 경우)
a) 과속, 음주운전, 그리고 형사 기록
(criminal record)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판결문 (court
record)과 경찰기록 (police
record)을 준비하여 주십시요.

좋겠습니다.

**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나오면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