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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비자 법무법인시공

뉴스 리빙/스타일 골프레슨 종교/설교 통합검색

E2,E1,L1비자의 실제 성공사례 미국 투자비...

미국비자/영주권취득의 일등 변호사 E-2/소...

공인법무사의 완벽한 업무처리 변호사비용...

아틀란타 종합 교육원 미국 취업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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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불법체류 후 한국에서 이민비
자 받아 재입국 가능?[LA중앙일보] 

이동찬/변호사
기사입력: 02.28.11 17:38

△문= H-1B 비자로 미국에 6년 동안 있다가 I-94가 작년 7월에 만기되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2007년에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였기에 저도 한국에서 다시 H-1

B 비자나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 귀하께서 아무런 조치 없이 한국으로 출국하시면 3년 동안 재입국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212(a)(B) 조항에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을 넘고 1년 미만일 때 추방소송 전에 자발적으

로 미국을 떠난다면 3년 동안 입국을 할 수 없고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넘게 된다면 10년 동안 

입국할 수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민법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만약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을 넘은 상태에서 추방소송을 당했고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넘기 전에 자진출국을 한다

면212(a)(B)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지금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신다면 불법체류 기간이180일이 넘어 3년 동안 미국

에 재입국을 못할 수 있지만 추방소송을 당하신 후 1년을 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신다면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추방소송을 제기하면 자진출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

진출국을 받지 않고 추방명령을 받는다면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어도 10년 동안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하루 빨리 추방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하셔야 하는데 그 중 한 가지 방법은 망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망명을 신청하면 케이스가 빨리 진행되므로 2-3개월 안에 추방소송이 제기

되고 이민판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때 자진출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허위 

망명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판결을 했을 경우 앞으로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추방소송과 자진출국을 받으신 후 귀하께서는 H-1B 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

다.  

 

보통 체류신분의 조건을 어겼을 때 대사관에서 비이민 비자를 다시 주지 않지만 H-1B 비자 신

청자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도를 가질 수 있으므로 면접 시 딱한 사정을 이야기 하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H-1B 비자를 새로 신청하시기 전 1년은 해외에

서 체류 했어야 하고 만약 H-1B 비자가 대사관에서 거절된다면 조금 더 기다려서 이민비자를 

시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213)291-9980 

 

[뉴햄프셔]화이트 마운틴의 설경 NH

북부 뉴잉글랜드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과 스포츠의 천국이다.

[고급 상점 및 백화점]갤러리아 댈러스 TX

[세계적인 꿈의 동산]디즈니랜드 CA

[테코파 미네랄 온천장]인요카운티 CA

[다운타운 최대의 쇼핑상가]16가 쇼핑몰 CA

[하얀 나선형의 미술관]구겐하임 미술관 NY

TALK! 한인장터 묻고 답하기 한인업소록

미국-TV 드라마 뉴스 90% 듣고, 유창하게 말하자

10분 안에 한국 송금, 웨스턴 유니온!

 찰리 신과 함께 사는 두 애인의 잠자리는? 

 애플 스티브 잡스, 아이패드2 발표행사 진행

 2011년 3월 대한민국 중산층 … 46세 주부 유정은...

 CNN, 카다피 폭격 가까스로 피해 

 해안 암벽 사진 속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 

 아시아나도 유류할증료 인상…한국행 항공요금 ...

 카다피軍, 동부 지역 공격…일부 도시 탈환

 [사진] 아이패드2 공개

 獨공항서 미군버스 피습…2명 사망, 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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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신과 함께 사는 두 애인의 잠자리는?  

만취한 팝스타 아길레라, 자동차 안에서… 

사회경험 쌓는 인턴십…어디가 있을까? 

불체자 신분인데 스폰서 받는다면?

 

대한민국 중산층…46세 주부의 썰렁한 장바구니 

한효주, 아찔한 맨홀 화보 '보기만 해도…' 

인컴 창출해내는 '뒷마당 효자 공간' 

놀라운 사건 현장! 로이터 최고 사진들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경범죄 기록 시민권신청 불...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스폰서 회사가 적자인데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혼 후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범죄로 인한 추방을 피하려면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J-1 비자 상태서 투자이민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E-2 비자의 거절과 해결방법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가정폭력기록과 시민권 신청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망명 거절 후 추방절차, 영...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아동신분보호법을 통한 영...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불법체류 후 한국에서 이민...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밀입국 친구의 아이 입양하...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종업원 아들 E-2 신분 유지...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비자 거부당한 배우자 초청...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30만달러로 E-2 받을 수 있나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불법으로 180일 넘게 취업...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J-1 비자의 2년 해외체류조건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245i조항을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 후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비윤리적인 범죄가 시민권 ...

•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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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표현:           

페라리 노력 동원?

 

칠레 광부의 부활

 

마켓 알뜰정보 보세요!

 

KFC 매장용 쿠폰받기

 

영화 티켓 2장이 9불!!

 

 백두산 화산 폭발시 선제 대응 비상

소셜시큐리티 택스 내렸지만 소비는 안 늘어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2명 우주 산책

리시다 지역 뺑소니 사고…90대 노인 중태

컨티넨탈 항공 여객기, 엔진에 새 한마리…...

Business Loan(SBA)에 대해 여쭙니다...

시민권 신청시기

F-2 신분으로 공부할수있나요?

시민권신청시 해외체류기간 계산법?

학생신분입니다

자동차 마일리지 세금 문의

FHA 론의 장점 단점은?

은행구좌 현금 당일대출

오복이 별건가 

만나고 나오면 있던 병도 낫는 기분 주

는 좋은 의사

 조용기 목사 50주년 파티 사진-????. 

 로이터 선정 올해 최고의 사진들 'Best of the ...

 "임산부만"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사랑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바람둥이의 연애...

 한국 성씨의 내력에 대하여 -황 재순 

 五福? 

 여성질환 자가진단 

 감자채 부침 - 밀가루 0% 부침 

 죽음을 맞이하는 11세 소년 이야기 

 재즈 트럼펫의 거장과 한국계 바이올리니스...

유학생 희소식 !!

--여자 지압사 모집합니다--

라팔마 황소고집에서 웨이터 구함

급)주.야간 기사를 모집합니다.

"베이마미"에서 광고/영업직 사원을 모집합...

부에나팍에 위치한 병원에서 secretary 구합...

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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