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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아파트서 ‘여성 VIP’ 접대...

아동신분보호법

가장 핫한 주택시장 절반이 가주에...
‘파혼’ 홧김에 총기난사, 무고한 시...
지오디 박준형, 13세 연하 승무원과...

이동찬 / 이민 변호사

“왜 북한으로 밀입국했나”...

입력일자: 2015-04-16 (목)

‘매실 대 축제’ 한인업체들 마케팅 ...
불체자 신생아 연 40만명 달해...

아동신분보호법은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때 자녀가 영주권을

박찬호 가족과 함께… 버스대절 단체관...

기다리다가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있

낮에도 쌀쌀·주중 한 때 비소식...
타운복판서 행인 흉기 피습...

도록 도움을 주는 법이다.
모든 21세 이상이 된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민
비자 발급이가능한 날짜의 자녀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청원서
가 계류되어 있었던 기간을 뺏을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
인 경우에만 그 자녀는 아동신분보호법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
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나이는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서 동결이 되는
데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보려면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짜에서 1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시도를(Sought to

PGA TOUR

Acquire) 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짜에서 1년 내

Ben Martin's hole-in-one leads the Shots of the Week
Smylie Kaufman's commanding win at United Leasing
Ian Woosnam wins the Insperity Invitational

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Ian Woosnam emerges victorious at Insperity Invitational
그러므로 영주권을 시도했다는 말의 뜻과 관련해서 빈번하게
소송이 벌어진다.
‘Matter of O Vasquez’ 판례케이스에서 이민항소법원은 아동
신분보호법에 나오는 영주권 신청을 시도했다는 말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풀이 했다.
그 판례 케이스에 의하면 영주권 신청을 시도했다는 뜻은 두 가지 경우에적용된다. 자녀의 영주권신청서가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짜에서 1년 내에 이민국에 접수된 경우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영
주권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이민항소법원은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테크니컬한 사유로 신청서가 반환되는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을 시도했다
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는데 폼에 서명이 빠져 있거나 이민국에서 더이상 받지
않는 오래된 폼을 사용해서 이민국에서 서류가 돌아오는 경우 등이판례법에서 말하는 테크니컬 거절 사유이다.
그리고 판례법에서 말하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의 예는 변호사가 잘못해서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이다.

아동신분보호법 대상의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비자발급이 가능한 날짜에서 1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변
호사를 고용했는데 변호사가 잘못하여영주권 신청서를 제시간에 제출하지 못해서 신청자의 잘못 없이 아동신분
보호법의 혜택을 상실하는 상황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다.
Matter of O. Vasquez 판례 케이스에서는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짜에서 1년 내에 영주권
을 신청하려고 이민브로커에게 상담을 받았다. 이민브로커에게 상담을 받는것은 영주권 신청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민항소법원은 판례 케이스에서 판결했다.
판례 케이스에서 영주권신청을 시도한다는 뜻을 좁게 해석한 이유가 있다. 이민국과 국무부는 영주권 신청과 관
련 다른 용어를 사용하므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법에 영주권 신청을 시도한다는 용어를
아동신분보호법에 사용을 했다는 이민국 주장을 이민항소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영주권 신청자가 국무부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 판례법의영향은 많지 않다. 국무부에서 이민비
자를 신청하는 것과 이민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절차상 많은 차이점이 있고 쓰이는 용어도 다르다.
그리고 이민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한번에 서류가 접수되지만 국무부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여러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지만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이민비자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아동신분보호법 대상자의 이민
비자 신청서를 추가해달라는 요구편지 등이 아직까지도 영주권 신청을 시도했다는 충분한 증명자료가 될 수 있
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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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제외’공식 제안..
LA시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요식업계
가 팁을 받는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차별화하는 방..

글로벌 K-팝 콘서트 자리 굳혔다..
2만 관객들의 열기와 함성 속에 지난 2일 세계적 야외음악당 할
리웃보울에서 성대하게 열린‘제13회 한국일보 ..

네팔 대지진 이재민을 도웁시다..
...

“청소년 전자담배 안돼 담배세 2달러 또 인상”..
‘무함마드 만평 전시장’참사 면했다..
불체자 신생아 연 40만명 달해..
콘도·아파트서 ‘여성 VIP’ 접대..
‘파혼’ 홧김에 총기난사, 무고한 시민 3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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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N Bank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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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영주권수속$700/이혼수속$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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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삽니다

웹사이트 제작 전문업체
Law Firm Web Design
과거 신문보기도 가능해요 E-Newspaper
더욱 똑똑해진 한국일보 전자신문으로 뉴스를 한눈에...
읽을거리가 풍부한 WeeklyH를 온라인으로
E-paper 푸드 매거진으로 저녁 식단 결정하는 주부들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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