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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 & A] 범죄로 인한 추방을 피하려면[LA중앙일보] 

이동찬/변호사

기사입력: 12.12.08 20:15

△문=1980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988년에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추방을 반대하여 추방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국경에서 영주권

을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추방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법

원에 언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성추행 범죄는 추방을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추방을 반대하여 추방

을 당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당시 선생님의 변호사가 추방을 반대하는 법원추천서를 신청해

서 받으셨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추방법원에서 언제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을 보면 이민국에서 추방

을 반대하는 법원추천서를 보고 추방통지서를 추방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이 아니라면 추방법원에서 선생님의 서류를 분실한 경우인데 서류가 나중이라도 발견되면 선생

님은 추방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추방을 반대하는 법원추천서를 법원에서 받았을 경우 

1988년 성추행범죄로 선생님을 추방하거나 입국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추방소송을 당하시더라도 1990년 11월 29일에 받으신 추방을 반대하는 법원 추천서만 있으면 

추방판사에게 추방소송을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영주권을 빼앗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추방을 반대하는 법원추천서가 있는데

도 영주권을 빼앗겼다면 이민국에서 실수한 것이므로 선생님께서 영주권자의 자격을 상실하신 



것은 아닙니다. 문의:(213)291-9980 

 

미국도 '바르게 살면 손해'···'속임수 문화' 

내 남자를 위해 여성도 '포경수술?' 

[ASK미국] 결혼을 하면 택스가 줄어든다? 

 

'2억700만불 잭팟 당첨' 15명 5년간 공동구매 

여대생 임신하면 등록금 전액 면제해줍니다 

[blog] 내 양말 한 짝으로… 

 

비, 근육질 등근육 공개 

어느 집 제삿날

망향의 나무

정체불명 '바다 괴물'

 

미국 투자이민의 선두주자 www.eb5center.com
한국, 미국 내 이민변호사들이 50만불 투자이민 직접 상담, 수속

미국명문대 합격보장 www.useduconsulting.com
고품격유학 아이비리그 UC 보딩스쿨 양민박사(닥터양) 22년간 수만명 합격

전국광고는 코리안저널 뿐. www.kjol.com
미 전국 커버 한글 매체는 딱 하나-- 코리안저널, *ABC 공증 10만여부 발행

•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 감정표현:           

 

LOS ANGELES 옐로우페이지 광고상품

 

통역/번역 

비즈니스컨설팅 

Better Comm.

 

Eat Healthy, 

Eat Chicken! 

Kingpollo

 

부동산  

투자 컨설팅 

차비호 CPA

 

뷰티의 모든 것! 

김선영 미용실  

맞춤형 치료법

성우당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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