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행정명령 

Executive Actions on 

Immigration 

 

그동안 기다려 왔던 오바마 행정명령이 

11 월 20 일에 발표되었다.  2012 년 6 월 

15 일에 발표된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추방유예 조치이후  

2 년여만이다.  이 행정명령은 11 월 

20 일부터 180 일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1987 년 레이건 행정부때 

단행되었던 이민개혁법 (IRCA) 이후의 

최대규모이다. 

 

조만간 시행세칙이 나오게 되면 많은 

부분이 구체화 될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담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서류미비 부모님은 3 년기한의 추방유예 

조치와 함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10 년 1 월 1 일 이전에 입국했어야 하며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5 년 이상 

체류했어야 한다.  형사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케이스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2010 년 

1 월 1 일이전에 입국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챙겨두어야 할 것 같다. 

 

둘째, 2012 년 8 월 15 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추방유예 조치는  



 
 

2007 년 6 월 15 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2010 년 

1 월 1 일이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만 

31 세 이전이라는 나이 기준도 없어지고 

유효기간도 기존 2 년에서 3 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당초 논의와 달리 

추방유예를 받은 청소년의 부모는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세째, 그동안 논의되었던 취업비자 (H-1B) 

소지자의 배우자 (H-4)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카드 (Work Permit)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대학졸업후 받게 

되는 OPT 기간을 29 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는 전공분야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OPT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대학졸업후 취업비자 (H-1B)를 신청하여 

추첨에서 탈락이 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 

대학을 졸업하는 분들은 자신의 전공이 

29 개월까지 OPT 를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네째, 미국에서 신분을 잃고 6 개월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출국후 3 년간, 그리고 

미국에 1 년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출국후 

10 년간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와야 하는데 위의 

기록때문에 미대사관에 면제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 출국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해 결국 미국에서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시민권자 배우자, 

21 세 미만의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님만이 

미국내에서 이민국에 면제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한국에 가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시민권자 가족에만 해당되었던 

미국내에서의 면제 (Waiver)가 영주권자 

가족에게도 확대된다. 

 

그외에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이민수속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국경경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범 

기록을 가진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00 만명 이상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시행과 함께 

많은 케이스가 한꺼번에 신청될 것이으로 

보인다. 

 

 

 



 
 

** 수많은 이민자들의 행정유예 

신청이 예상되면서 이민국의 서류 

처리  속도가 많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분들께서는 

지금부터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시어 

행정명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신속하게 케이스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행정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서류미비 

부모님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준비하실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신청자의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미국 시민권 자녀의 출생증명서 

3. 영주권 자녀의 제적등본 

4. 신청자의 미국 거주기록 

a) 2010 년 1 월 1 일이후 꾸준히 

미국에 체류함을 증명하시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b) 아파트 리스, 은행, 병원기록, 

우편물 등 날짜와 신청자의 

이름이 나와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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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이 있으신 분은 신청 

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나오면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