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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추방유예 무료 상담 김준서 변호사
E2 거절 케이스 전문- 여명 풍부한경험..
미국 E2 비자 전문- 서우 E2 비자 성공..
든든한 정기예금 BBCN Bank 신축적인 .

Google광고
홈 > 뉴스 > 오피니언

외부 기고 칼럼

-

레고랜드 할인 티
켓 Adult...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ASK미
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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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

이동찬 변호사
기사입력: 10.15.12 22:57

▶문= 저는 2000년에 형제초청을 진행하여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이 2
1세가 넘어서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주권을 받고 아들을 영주권자의 21
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신청했는데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 저의 아들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던데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현행 미국 아동신분보호법은 영주권 신청(I-485 또는 DS-230)을 할 수 있는 날짜 또는
가족초청 청원서(I-130)가 승인된 날짜 둘 중 나중 날짜를 기준으로 한 자녀의 나이에서 가족초
청 청원서가 계류되어 있었던 기간을 뺀 후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을 부모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이폰5 베씨 가
죽 다이어리 ...
$29.00

$18.00

미끌림 방지 스마
트폰 안전장치...
아름다운 여성의 비밀?
남자 자존심의 비밀!

$39.00

환절기를 이기는 방법!!

$20.00

건강을 마시는 방법

즉 자녀의 나이에서 가족초청 청원서의 계류기간을 뺐을 때 자녀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자녀
분은 지금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로부터 1
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녀분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분의 나이가 가족초청 청원서의 계류기간을 빼고 계산했을 때 21세 이상이라면 귀하
의 자녀분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된 미혼자녀의 영주권 문호가 앞당겨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
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또는 형제자매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나이가 21
세 이상 되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자녀를 위해 연방법원에서 이민국을 상대로 이민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진작가의 '잘 찍는' 노하우
무엇을 찍을 것인가, 찍은 후에만성
즐 피로, 근육
길 수 있는 사진인가가 관건
뭉침, 어깨...
$60.00
나이별로 달라지는 안티 에이징 피부 관리

$39.99

복을 부르는 생활 습관, 돈도 안든다
당뇨엔 고구마 고혈압엔 감자

전세금에 대해서도 OVDP/FBAR 대상인지...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하면 나이가 21세 이상 되어서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부모가
사용한 우선순위날짜를 나중에 접수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청원서에 사용할 수 있
다고 원고/이민자 측은 주장했지만 원심에서는 연방지구법원이 이민국의 편을 들어 21세 이상
의 미혼자녀들이 부모의 우선일자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추방유예 대하여질문 입니다
미국비자신청시순서와절차에대해
미네소타에서 결혼증명 어디에서 떼나요?
무비자로 놀러 와따 얼마 만에 다시 올수 ...
혹시 LA 에 매직 (요술)학교가 있나요?
아파트 안에서의 흡연피해

그러나 원고측의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9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원고 측의
편을 들어 사실상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들이 부모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방유예 추가서류에 대해서 도움부탁드려...

No. 1 초고속 해외송금, 웨스턴 유니온
“세계적인 명의들이 진료하는 건국대학교병원”

그러나 이민국에서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대하고 연방대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의 항소여부를 지켜본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문의: (213)291-9980

핫!클릭
김수현 "정신 차려"…베테랑 김해숙도 벌벌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빨리 받을 수 있는 길...

윈도8, 꺼져가는 PC시장 구세주일까

시민권자 배우자 재정능력 있어야 영주권 신청...

헉! 억만장자들은 취미로 이런걸 즐겨…

행정조치 유예가 저에게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

감기 비슷한데 수시간 내 사망하는 질병?

과거의 불륜관계, 시민권 신청하면 거절된다고...

남진, 미 최초 기념우표 발행·단독 공연
3%다운할 돈 있다면 홈패스로 주택구매를…
고급 코팅 칼라 명함 $29.00/Banner
스피드 40마일 초과는 범죄에 해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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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민간요법 알아두면 언제나 든든~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506490



美동부 허리케인 '샌디' 공포..6천만명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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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자야 한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감기 비슷하지만 수시간 내 사망도…무서운 병

은퇴 후 주택 소유, 장단점은 무엇?

美뉴욕주 주민 대피명령, 학교에 휴교령(종합)
배트카·우주선…억만장자들의 호사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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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닮을 수가! 붕어빵 스타 父子 '신기'
윈도8, 꺼져가는 PC시장 구세주? 위협자?
싸이, 빌보드 1위할까..마룬5에 美음원 2배차 勝
변기의 도발 가장 비상식적인 가장 예술적인…?
'서영이' 커플의 '진짜' 연인들, 스크린 출격

★★고급 코팅 칼라 명함 $29.00/Banner Sta...
•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 감정표현:

샌드위치 샾 에서 일할분 찾읍니다.(포모나...
유명한 사해화장품 사업 파트너 구합니다
(샌디에고지역) CPA가 되고 싶으세요?
파트/풀타임 모집. Tokyo Japanese Lifestyle,...
가든그로브 기아자동차 신입사원 모집공고
가든그로브 기아자동차 신입사원 모집공고

옛날 기차, 옛날 마차
다 있네

남가주 최고의 명품
웨딩 채플

'중국식 볶음밥'-중식 요리의 고수에게 전...
어르신들의 성 (Sex)!! 그대로 방치만 할건..
충격 - 멕시코 거리에 나체로 젊은 남·녀 시.
◆ 나는 이렇게 늙고 싶다 ◆
배 나온 사람들이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딸결혼준비 목록
영화 <자칼이 온다 >
당신을 오랜동안 사랑 했습니다
하나님 과 맞짱뜬 며느리 이야기
자연의신비 무지개 나무, 유칼립투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50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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