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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Q&A] 임신영주권의 영주권 재신청[LA중앙일보] 

이동찬/변호사

기사입력: 09.06.10 16:16

Q: 백만 달러 투자로 임시 영주권을 받았지만 경제악화로 인해 10명의 고용창출을 하지 못해 

조건 해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시민권을 가진 동생이 저를 초청하여 승인 받은 

청원서가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 청원서를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투자이민을 통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으려면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되기 전 90일 내에 

조건을 해제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합니다.  

 

조건을 성공적으로 해제하려면 지역에 따라서 50만 달러 혹은 100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

과 10명의 고용창출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창출 조건에 해당되는 10명은 풀타임 고용인을 말하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만 그 숫자

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용인이 있었다면 그 외에 10명이 추가되어야 합니

다.  

 

까다로운 고용창출 조건 때문에 조건을 해제하지 못해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법 

245(f) 조항은 임시 영주권가 다른 이민 청원서를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다시 받지 못하도

록 금하고 있지만 임시 영주권자가 자기의 임시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그는 더 이상 임시 영주권

자가 아니므로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 신분을 부여받은 후 이혼하고 다른 시민권자와 결

혼을 하여 다시 영주권을 신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임시 영주권자가 다른 시민권자와 결

혼을 했을 때 그의 임시 영주권자의 신분은 종료되었고 임시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판례 케이스를 통해 임시 영주권자들이 미국 

내에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법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법 규정을 실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미국 내에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조건 없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법 245(f)는 미국 내에서 다른 이민 청원서를 통하여 다시 영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

지만 귀하께서는 그 규정을 실제적으로 무효화하는 판례법을 이용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입

니다. 

 

임시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주권을 다시금 받는 절차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린데로 컨트리 클럽[CA]

초보자나 아이들, 시니어들이 빠른
경기를 경험하기... 
(818) 889-1158  

스텀피 레이크 골프 코스[VA]

퀘일 랜치 골프 코스[CA]

로빈슨 랜치[CA]

팜 로열 컨트리 클럽[CA]

웨이벌리 우즈 골프 코스[MD]

TALK! 한인장터 묻고 답하기 한인업소록

우리가족 건강 지킴이 자이온HT 이온 정수기

마사이 신발로 건강한 걸음걸이를 되찾자

 신정환, 인증샷은 올리고 귀국 못하는 이유는?

 힐러리가 한국을 일본보다 먼저 언급한 이유는 

 얼굴에 수박 정면충돌…산산조각 폭발 '충격'

 멕시코 마약 갱단, 대낮에 시청 진입 시장 살해

 방사선으로 목제 문화재도 보존한다

 '도박의 늪'…평범한 회사원 가족살해범 '나락'

 '역시 맹수의 왕'…사육사 덮친 수사자 영상 '공포'

 “YF쏘나타, 미국서 혼다 어코드 곧 추월”

 '불체자 자녀 속지주의 폐지' 땐 불법이민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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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13)291-9980 

 

지난 3월 '깜짝 결혼' 김병현의 아내는 누구? 

60대 한인의사 거리서 폭행 당해 숨져 

J크루, 추가 30% 파이널 세일 

TV와 컴퓨터 무선으로 연결 할 수 있나?

 

백지영 "이병헌-김태희 '사탕키스' 란제리 쇼에···" 

'역시 맹수의 왕'···사육사 덮친 수사자 '공포' 

수영복 핀에 '은밀한 곳' 찔려 '미스대회 음해론' 

1년 동안 번 돈 며칠 만에 까먹은 사연

•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55

66

• 감정표현:           

문지은, 아찔 '비키니 룩'

 

윤아, 청순과 요염 사이

 

'여기서 이러시면…'

 

'역시 모델 출신'

 

스모키본즈 10불할인!

 

 이수동 회장 '통큰 기부'…GW대에 100만불 기탁

"北 급변사태 대비 안정화 작전 연습했다" ...

'불체자 자녀 속지주의 폐지' 땐 불법이민자...

술 취한채 아파트서 총기난사 40대, 5시간...

하루 10시간 미만 잠자는 4살 어린이 비만 ...

5

6

미국생활에 대한 궁금증 속시원하게 해

결해 드립니다. (로그인 필수)

10월문호에 우선일자가 들어가 있는데...

입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야채 발효 효소 구합니다

파라과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사회보장 번호에 관해

백두산 천지 같은 모습의… 

캘리포니아의 저수지

 1년동안 번 돈 며칠 만에 다 까먹은 사연 

 베컴 아내 빅토리아의 섹시함은 그 끝이 어디?!!

 지구에서 가장 높은 폭포! 

 인간의 두 얼굴 - 착각 

 김정일이 이제야 비로소 눈치챘다.. 

 치매예방생활수칙- 눈감고 왼손으로 밥먹기 

 L O V E ........ 

 키스하는 남여 

 SAUSALITO ART FESTIVAL... 그리고 호숫가.. 

 대추 한 알이면 충분히 건강해진다 

미국-TV 드라마 뉴스 90% 듣고, 유창하게 ...

FULL TIME OR PART TIME AVAILABLE!!

누구나 할 수 있는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헌팅턴 비치에서 스시쉐프 구합니다.

Technical Designer for Garment Manufactur…

PYONGSAN ARMERICA INC.

경험 많은 가구 목수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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