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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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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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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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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원고측의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9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원고 측의 

편을 들어 사실상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들이 부모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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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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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명의들이 진료하는 건국대학교병원”

 美동부 허리케인 '샌디' 공포..6천만명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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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주택 소유, 장단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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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 감정표현:           

 

 "부부가 함께 자야 한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감기 비슷하지만 수시간 내 사망도…무서운 병

 美뉴욕주 주민 대피명령, 학교에 휴교령(종합)

 배트카·우주선…억만장자들의 호사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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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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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렇게 늙고 싶다 ◆ 

배 나온 사람들이 지켜야 할 생활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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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칼이 온다 >

당신을 오랜동안 사랑 했습니다 

하나님 과 맞짱뜬 며느리 이야기

자연의신비 무지개 나무, 유칼립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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