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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이민 전문 변호사 투자비자, 취...

크레딧 교정 월$49.99 채무탕감 후불제

K-1 비자 최저가 $599 한국인 변호사 ...

미국 E2 비자 전문- 서우 E2 비자 성공..

Google광고

홈 > 뉴스 > 오피니언

외부 기고 칼럼 

- 2 개- 

영주권 신청중 DUI로 체포, 영주권 취득 문제 될까요? [ASK미
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LA중앙일보] 

이동찬 변호사
기사입력: 11.12.12 15:04

 

▶문= 저는 올해 영주권(I-485)을 신청하던 중 마약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DUI (Driving Und

er Influence)로 체포당하고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이민국으로부터 범죄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

기록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월에 법원 심리(Hearing)가 있어 그 때 케이

스가 종결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민국은 11월까지 법원의 판결 기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지

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며 DUI 기록이 있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마약에 관련된 DUI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기록에 

마약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추방을 피하고 영주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마

약과 관련된 내용이 법원 기록에서 삭제되고 단순한 DUI (음주운전)으로 케이스가 처리된다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체포당했다고 인정하면 안됩니다. 일단은 이민

국에서 11월까지 법원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으니 법원 심리(Hearing)날짜를 앞당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날짜를 앞당길 수 없다면 이민국에 기한(Deadline)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심리(Hearing)날짜가 언제 정해졌는지 보여 줄 수 있는 법원 기록과 언제 케이스가 종결될 것이

라는 내용으로 형사법 변호사의 편지를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면 시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

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시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서를 거절한다면 재심(Motion to Re

ope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법원 판결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후에 받은 법원 판

결 기록은 새로운 증거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이 가능합니다. 재심은 30일 안에 이민

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30일 내에 법원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면 다시 I-485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

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신청하신 후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상실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

랍니다.  

 

▶문의: (213) 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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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럴당 50불까지 "내년 유가 크게 떨어진다" 

‘한국. 변화 거부…전 독재자의 딸 선택’ NYT 

집에서도 꿀 군고구마맛 그대로 구워먹어… 

입냄새,상대방에 엄청난 불쾌감! 한방에 해결 

공지영 "아침에 울었다…나치때 지식인 생각" 

심은하, 투표장 방문 '세월의 흔적이…' 

한국 갈 때 휴대폰 제일 싸게 빌려드립니다 

자녀 계좌 입금한 자금, 세금보고는? 

 

 

 

잇몸통증 시린이 해방 

통증치료사 닥터마우스 

다리 피로 쫘주는 짤순이 

남자 위한 최고의 선물

환상의 불꽃놀이 시즌 

사진에 멋지게 담는 법

나만의 화려한 추억 담기

겨울 여행이 더 멋있는 곳, 데스밸리

모처럼 동짓날 단팥죽 한번 먹어볼까

유체 이탈의 비밀 단서 발견!

침대와 매트리스 버리고싶은데?

추방재판 과정이 궁금 합니다

자동차 티켓

부부 금전관계

natiional guard

추방유혜 추가서류 접슈후~~~

안녕하세요

quit claim deed 가 필요한가요?

유학에 관한 모든 것 (병역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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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ga 
Women's 

$2,195.00* 
1 seller 

Shop Now 

Tag Heuer 
Men's 

$3,352.24* 
1 seller 

Shop Now 

Tissot 
Couturier 

$367.50*
1 seller 

Shop Now 

 심은하, 화장기 0% 얼굴로 투표장 방문 ‘세월의 흔...

 "심장에 칼 꽂힌 듯…" 박근혜 운명가른 10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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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반 넘으면 사기꾼을 못알아본다 

나이먹을수록 스마트폰을 써야 하는 이유 





투자금액 10만 달러, E-2비자 가능할까요? [A...

영주권 신청중 DUI로 체포, 영주권 취득 문제 ...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빨리 받을 수 있는 길...

시민권자 배우자 재정능력 있어야 영주권 신청...

행정조치 유예가 저에게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

과거의 불륜관계, 시민권 신청하면 거절된다고...

취업이민 2순위 문호가 갑자기 7월부터 막힌다...

마약소지범죄기록, 시민권 신청에 문제되나? [...

취업비자 H-1B와 종교비자 R-1 [ASK미국-이...

시장조사분석가로 H-1B 신청 비자 발급 가능?...

면제를 통한 임시 영주권의 조건 해제 [ASK미

0 0

•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 감정표현:           

현재 댓글 수: 2개 댓글정렬 추천순|최신순

• 동반자(churum)  • 작성일: 11/13/2012 10:15 • 추천: 10 • 반대: 0 I 삭제 I 

않됐지만, 이럼놈은 추방 당해야 한다 마약에 취해서 운전을해? 그러다 네놈 가족이 네가 운전하는 차에 치어서 사고 당하면 

정신 차리겠나? 아니 아닐꺼야 너 같은놈은 반드시 추방 당하기를 기대한다.

• 무지개(mintlover)  • 작성일: 11/15/2012 08:37 • 추천: 0 • 반대: 0 I 삭제 I 

제정신이 없으시군요. 그렇게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그런게 한국만큼 간단하지 않는데 대책이 없는 사람이네. 난 영주권자

가 시민권 준비중에 음주운전 해도 제정신이 아닌거 같은데. 하물며 영주권즌비증에. You don't deserve to get a green 

card. 

• 동반자(churum)  • 작성일: 11/13/2012 10:15 • 추천: 10 • 반대: 0 I 삭제 I 

않됐지만, 이럼놈은 추방 당해야 한다 마약에 취해서 운전을해? 그러다 네놈 가족이 네가 운전하는 차에 치어서 사고 당하면 

정신 차리겠나? 아니 아닐꺼야 너 같은놈은 반드시 추방 당하기를 기대한다. 

 "약간 냉정한 감이"…朴, 생활기록부 평가보니

 아프간 민간인 대량학살…미군 베일스에 사형 구형

 공지영 "아침에 울었다…나치때 지식인 생각"

 싸이가 밝힌 오바마 '말춤' 추지 않은 이유

 금화 740만 달러어치…얼굴도 못본 사촌의 '깜짝' ...

 미혼男女, 소개팅 상대 최악 직업 '연예인', 2위는?

 바통 터치…아버지 이어 '딸 대통령'

 타운 폭발물 해프닝 용의자는 한인…차례 전화 건 ...

◈◈ 홈페이지, 쇼핑몰 제작 $390 ◈◈

** 패션업계 유경험자구함 **

Independent Sales Representative

T/S Help Desk & POS support Representativ…

Cashier & Sales person needed at Baby sto…

스시쉐프, 매니져구함(초보자 가능)

CPA OFFICE

6만대 미제 골동차가 

북적이는 쿠바

뿌리 교육 제대로 하

고 사세요

교회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천히 늙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몸이 나이들면 이렇게 변한다

알래스카 눈내린 아파트의 풍경

대한민국 대표 찌개의 진짜 맛있는 레시피

소금과 나트륨은 다르다.

5년 뒤 또 울지 않으려면

**- 으 허 억 !!!-**

약속의 땅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 아버지의 빤쓰와 외나무 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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