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미비자 	  학생을 	  위한 	  국토안보부 	  정책 	  발표 	  주요 	  내용 	  	  
2012년	  6월	  15일	  발표	  
자료제공: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시카고한인교육문화마당집,	  민족학교]	  
	  

1) 현재	  이민국에	  체포	  되었거나,	  또는	  추방	  재판이	  진행	  되고	  있는	  청년,	  또는	  
2) 이민국에	  체포	  된	  적이	  없고,	  또는	  현재	  추방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는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면,	  추방	  면제	  및	  2년	  임시	  노동허가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노동허가서는	  2년	  후	  재연장	  가능).	  
	  
조건 	  (모두 	  해당 	  되어야 	  함):	  

• 미국에	  입국	  했을	  시	  16세	  미만(15세	  이하),	  	  	  
• 미국	  거주	  최소	  5년	  이상	  되고	  현재	  미국	  거주,	  
• 현재	  30살	  미만	  (29세	  이하),	  	  
•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	  자격증	  획득자,	  또는	  

미	  군대	  복무자(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	  했지만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는	  청년도	  해당	  됨),	  

• 범죄	  기록이	  없는	  청년	  (경범죄의	  경우	  범위를	  어디까지를	  할	  지에	  
대해서는	  차후	  발표).	  

	  
앞으로 	  진행 	  절차:	  
60일	  이내	  국토안보부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이민국(USCIS)은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이	  “Deferred	  Action(임시면제)”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업무	  실행	  및	  자세한	  추가	  준비	  서류를	  발표	  할	  것	  입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	  또는	  연방이민국	  (USCIS)으로	  부터	  “Deferred	  Action	  ”	  
을	  면제	  받은	  신청자는	  연방이민국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그리고	  2012년	  6월	  18일	  (월)	  이후부터	  아래의	  국보안보부의	  핫라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USCIS	  :	  1-‐800-‐375-‐5283	  
• ICE:	  1-‐888-‐351-‐4024	  

	  
아래의	  단체들	  또한	  동포사회와	  함께	  노력하여	  많은	  이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	  입니다.	  	  관심있는	  동포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www.nakasec.org,	  202-‐299-‐9540)	  
• 시카고한인교육문화마당집(www.chicagokrcc.org,	  773-‐588-‐9158)	  
• 엘에이	  민족학교	  (www.krcla.org,	  323-‐93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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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OFFICE   D.C. 지부 

 

1628 16TH STREET NW, SUITE 306 
WASHINGTON D.C. 20009 

T: 202.299.9540 | F: 202.299.9729 
WWW.NAKASEC.ORG 

 
 

LA OFFICE  ��� 사무실  

 

900 S. CRENSHAW BOULEVARD 
LOS ANGELES, CA 90019 

 
 
 

 

AFFILIATES   가입단체 

 

chicago, il 
 

KOREAN AMERICAN  
RESOURCE & CULTURAL CENTER 

한인교육문화마당집 

6146 N LINCOLN AVENUE 
CHICAGO, IL 60659 

T: 773.588.9158 | F: 773.588.5159 
WWW.CHICAGOKRCC.ORG 

 
 

los angeles, ca  
 

KOREAN RESOURCE CENTER 
민족학교 

900 S. CRENSHAW BOULEVARD 
LOS ANGELES, CA 90019 

T: 323.937.3718 | F: 323.937.3526 
WWW.KRCL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