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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민법 동향  

2018 년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2 년차가 됩니다.  지난 한해 이민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이민법 변화를 정리해 봅니다. 

1. 가족이민 축소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연쇄 가족이민을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형제 자매 초청은 가족이민 축소 시 첫번째로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도 축소나 폐지가 예상됩니다.   

 

2. 취업이민 점수 제 (Point System)도입 

이민자의 학력, 직업, 기술, 그리고 경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취업이민 3 순위 숙련직이나 비 숙련직의 

경우에는 이민신청이 힘들게 됩니다.  취업이민 점수제는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 점수제가 도입되게 되면 이공계 

고학력 젊은 층 위주로 영주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취업비자 (H-1B) 우선순위제 도입 

현재의 취업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9 단계 우선순위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미국 석사학위 소지자는 1 순위를 그리고 고 

연봉 미국 대학 졸업자에게  2 순위가 부여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는 신청자에게는 취업비자 기회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4. 이민개혁 법안 논의 

범죄기록이 없는 서류 미비자들도 신분을 회복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민개혁법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2001 년에 마지막 

이민개혁법안 (245 조항)이 나온 이후 벌써 17 년이 지났습니다.  우선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신분을 회복하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드림법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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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at is Real ID? 

2005 년 의회를 통과한 Real ID 법은 

연방정부가 주에서 발행한 운전 

면허증과 신분증에 대한 최소 보안 

표준을 제정한 것입니다.  

 

 

 

위의 가주 Real ID 를 보면 오른 쪽 

상단에는 가주를 상징하는 곰과 별이 

그려져 있고 일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에는 ‘Federal Limits 

Apply’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어 

국내선 탑승이나 연방정부 건물 

출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ssed by Congress in 2005, the Real 

ID Act established minimum security 

standards for state-issued driver's 

licenses and identification cards and 

prohibits federal agencies, like TSA, 

from accepting licenses and 

identification cards for official 

purposes from state that do not meet 

these standards. 

 

 

 

 

 

 

 

 

2. Enforcement Dates                                 

- 2018 년 1 월 22 일부터, Real 

ID 법을 준수하지 않고 DHS 에 의해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주의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은 미국내 비행시 

사용이 금지됩니다.  

- 2020 년 10 월 1 일부터, 모든 

여행자들은 미국내 비행 시 Real 

ID 운전 면허증과 신분증, 국가 신분증 

또는 연방 기관에서 발급받으신 

신분증을 가지고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 Beginning January 22, 2018, 

driver's licenses or state IDs issued by 

states that are NOT in compliance 

with the Real ID Act and have NOT 

been granted an extension by DHS 

may not be used to fly within the U.S. 

 

- Beginning October 1, 2020, every 

traveler will need a Real ID-

compliant license or state ID or 

another acceptable form of 

identification to fly within the U.S. 

 

 

 

 

 

 

 

 

 

 

 

                                                  

3. Where to apply for Real ID?                                         

2018 년 1 월 22 일부터 캘리포니아 

DMV 에서 선택적으로 Real ID 운전 

면허증과 신분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므로 예약을 

잡으시면 기다리시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The California DMV will provide a 

federal compliant Real ID driver's 

license or ID card as an option to 

customers beginning January 22, 

2018.  

Make an appointment to visit a field 

office on or after January 22, 2018. 

 

 

Real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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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1 월 13 일 이민국에서 

기존의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하겠다던 

계획이 철회되어 재개가 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연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민국은 

기존 DACA 에 대한 승인을 받았던 

사람들에 한하여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 2016 년 9 월 5 일 또는 2016 년 

9 월 5 일 이후로 DACA 가 만료 된 

신청자의 경우에는 Renew 를 

신청합니다.  

 

- 2016 년 9 월 5 일 이전에 DACA 가 

만료 된 신청자의 경우에는 New 

Application 으로 신청합니다. 

(Renewal request 는 보통 본인의 

DACA 만료 이후 1 년이내에 

신청되어야 하므로) 

 

 

 

 

 

 

 

 

 

 

 

 

 

 

 

 

On January 13, 2018, USCIS 

announced that it will resume its 

operations regarding DACA prior to 

it was rescinded on September 5, 

2017. 

   

However, ONLY those who were 

previously granted DACA may 

request a renewal. Following are 

two terms regarding renewal 

application. 

 

- If your DACA expired on or after 

Sept. 5, 2016, you may file your 

DACA request as a renewal request. 

 

- If your DACA expired prior to Sept. 

5, 2016, you may file initial DACA 

request. (because renewal requests 

typically must be submitted within 

one year of the expiration date of 

your last period of deferred action 

approved under DACA) 

 

 
 

 

Real ID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 

1.  신원증명이 가능한 서류들  

ex. U.S. birth certificate, U.S. passport, 

영주권 카드, I-94 가 부착되어 있는 

외국여권, 노동허가증 관련한 

서류들 

Provide proof of identity, such as a 

U.S. birth certificates, U.S. passport,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permanent resident card or foreign 

passport with an approved form I-94. 

2. Social Security Card 

3.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Show a California residency document. 

 

+ Real ID 신분증이 없으시더라도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면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 미국여권/ 미국여권카드                

- 영주권 카드 

- 외국여권 

- 미 육군 신분증 

- 노동허가카드 (I-766) 

- DHS 신용 여행자 카드 (Global 

Entry, NEXUS, SENTRI, FAST) 

 

 

DACA 연장신청에 필요서류 

- Passport 

- Copy of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 Proof of stay 

- Form I-821D (PDF) 

- Form I-765 (PDF) 

- Form I-765 Worksheet (PDF)  

- Appropriate fee or Approved fee exemption request 

  DACA Rene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