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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자의 영주권 재신청 

입력일자: 2011-02-17 (목)  

요즘 투자이민을 신청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전 90일 내에 임시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하는 청원서를 재출해야한다. 조건

을 해제하려면 지역에 따라서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가 완전히 투자된 것과 10명의 풀타임 고용직을 창출

한 것을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간혹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사업구조가 많이 바뀌거나 사업부진으로 조건해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투자이민 청원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재신청해야 한다. 다

른 방법은 가족초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등이 될 수 있다.  

 

대체적으로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빨리 신청할 수 있으나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은 상황에 따라 오래 기다린 후 영

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기다릴 필요없이 외국인 배우자가 영

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형제초청은 기다리는 시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취업이민도 마찬가지다. 2순위 고학력자로 취업이

민을 신청하면 대체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은 1년 미만이다. 하지만3순위 숙련공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적어

도 5년 정도 기다려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고학력자의 경우 하루빨리 영주권을 재신청하면

임시 영주권이 만기되거나 조건해제 신청이 거절되어 추방을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형제초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등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임시 영주권자의 조건

해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만약 오래전 제출한 3순위 취업이민 또는 가족초

청 청원서가 있고 영주권 문호가 곧 풀린다면 조건해제를 하지 않고 그것으로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임시 영주권자의 미국 내 영주권 재신청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민국에서 허락하지 않았었다.  

 

이민국은 작년 12월에 임시 영주권자는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기 전까지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없고 해외에서만 

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민국 고문 변호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발표했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임시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임시 영주권을 포기하고 이민 비자를 받든지 아니면 대사관에서 비

이민 비자를 받아야지만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외에 나가서 이민절차를 다시금 밟고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임시 영주권자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임시 영주권자라면 시간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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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러한 이민국의 임시 영주권자의 미국 내 영주권 신청에 관한 방침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민국 판례법 Stockwell 케이스에 의하면 임시 영주권자는 영주권자의 신분이 만료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 본부에서 2009년 12월에 배부한 지역센터투자이민에 관련된 Memo에는 임시 영주권

자가 영주권자의 신분을 국내에서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이민 청원서를 토대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가 자세

히 적혀 있었다.  

 

이민국 본부의 Memo와 임시 영주권자가 영주권 신분을 미국 내에서 포기하지 못한다는 이민국의 입장은 완전

히 대조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임시 영주권자는 조건해제에 문제가 있다면 영주권을 다른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재신청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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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똑똑해진 한국일보 전자신문으로 뉴스를 한눈에... 

 라디오서울 아이폰 어플 다운로드 

 신문을 읽는 청소년 수 급격히 증가하여 화제 

 "한국일보 전자신문 정말 빠르고 편리해요" 

 매주 찾아오는 즐거움 weeklyH 매거진을 온라인으로 ?!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맛있는 레시피가 온라인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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