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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남편은 3년 전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했고 지금까지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결혼
하여 함께 산지 2년이 넘습니다. 제 남편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현 법에 의하면 남편분은 시민권자와 결혼은 했지만 밀입국하셨으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에서 1년 미만이면 3년간 입국이 거
부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거부됩니다. 현재 남편분은 미국에 3
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셨기 때문에 미국을 떠난다면 원칙적으로 10년간 입국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명품 다리 마사지, 짤순이
남자 힘의 상징, 천호 ...
시린이 걱정 끝!! 명품...

다시 미국 입국을 원하시면 해외에서 입국금지 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통증하면 닥터마우스~...

러나 이민국에서 입국금지 면제신청을 처리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족
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신청 승인여부가 불확실함으로 그 동안 남편분과 비슷한 처지의 시민권자 직계가족들이
미국을 떠나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의외로 조심해야 할
불량 식재료 7가지
건강에 좋다는데 불량?
고혈압과 당뇨병 잡는 생강 식초
건강보조식품, 정말 먹어야 할까?

그러나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하면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Provisional Unlaw

스키장 부상 예방법 모르면 디스크 골절 주범

ful Presence Waiver)를 미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제한은 오직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국무부에서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날짜를 정하
기 위해 액션을 취한 날짜가 올해 1월 2일 이전이라면 그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남편분은 아직 이민비자를 신청하지 않았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므로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추방재판 후 영주권 진행?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kayak 은 어디서 탈수 있나요?

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재신청여부
영주권 1순위 진행중 변호사님이 사망하셨...

면제가 승인된 후 한국에 가셔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이민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국토안보

세금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f1 -> e2
유학생 세금보고

부는 3월 4일부터 시행하는 미국내 신청 가능한 입국금지 면제 조항이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이 승인한 입국금지 면제조항을 통해 기타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국무
부의 영사들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비자를 발행하는데 더 이상의 지체가 없도록 하는 것
이 이 조항의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남편분은 새로운 법에 따라 영주권 신청과 입국금지 면

“세계적인 명의들이 진료하는 건국대학교병원”
유학에 관한 모든 것 (병역연장가능)

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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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ASK...

성기능 개선에 뭐니뭐니해도 이게 최고…

투자금액 10만 달러, E-2비자 가능할까요? [A...

아직도 손으로 세수하세요? 때와 균 그대로…

영주권 신청중 DUI로 체포, 영주권 취득 문제 ...

셀러들 황당한 요구에 바이어들 "해도 너무해"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빨리 받을 수 있는 길...

우즈, 전처에게 재청혼, 또 바람피우면…
당첨 확률 50대 1…1등에 400만달러 대저택
검사전날 1박 입원! 공항 무료 픽업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및 보상금이…
주사 한방의 기적, 보톡스 믿어도 될까?
미국 '최고' 빌딩이 모여 있는 곳은?



시민권자 배우자 재정능력 있어야 영주권 신청...
행정조치 유예가 저에게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
과거의 불륜관계, 시민권 신청하면 거절된다고...
취업이민 2순위 문호가 갑자기 7월부터 막힌다...
마약소지범죄기록, 시민권 신청에 문제되나? [...

병원 늑장대응으로 '폐혈성 쇼크사'

취업비자 H-1B와 종교비자 R-1 [ASK미국-이...
시장조사분석가로 H-1B 신청 비자 발급 가능?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56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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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hone 2년 장기계약 vs 프리페이드…알뜰 ...
'맞벌이 딸' 둔 50대女, 하루 12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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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귀신 사다코, 알고보니 초미녀

Send

박근혜와 한정식 먹은 女배우 "건배하다…"
퀵스타 판매원 집단소송 추가배상
알제리군, 외국인 납치세력 공격…인질 35명 사망(...
美 고교 농구 경기 후 패싸움에 총격…학생 1명 사망
'엉덩이 친 게 성추행?'…미국 老교사 구속 논란

•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 감정표현:

해피콜 주방용품 세일즈 & 마케팅 & 매니저 ...
하우스청소 오전 팟타임청소
보험회사에서 함께 할 사무직원(Underwriter...
한인타운 NB BAR 에서 바텐더(여) 구합니다.
dry cleaners spotting person
주방헬퍼구함니다
인터넷 판매경험자/Auto performance tuning

플로리다의 '사람' 펜
사콜라

동부와 너무나 다른
서부의 매력

김동길교수의 쓴소리
얼굴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
냉장고 보면 암 알고, 구두보면 치매 안다
숨어 있는 뇌경색(腦硬塞) 찾아내는 법
머리 좋아지는 잡곡밥, 황금비율 알고보니...
☆ 다 벗어버려
이런 한심한 인간같으니 라구!!!
조 갑제 조차 5.18 을 " 광주 민주화 운동" ..
오징어의 효능
☆ 올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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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Time Offer - Buy Tickets Now
for Up to $150 in Sav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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