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6/2016 미주 한국일보 : 영주권자 가족도 불법체류 면제신청 가능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811/1004772 1/4

2016-08-11 (목)  이동찬 이민 변호사

변호사칼럼 영주권자 가족도 불법체류 면제신청 가능

이전에는 오직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면제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

민국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정을 2016년 8월 19일

부터 확대한다. 

오는 8월 19일부터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도 미국 내에

서 불법체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불법체류 면제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또한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면제신청이 가능하다. 

불법체류 면제승인을 받으려면 불법면제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게 되면 미국 시

민권 혹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야한다. 

불법체류 면제를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을 했던 사람들과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영주권자의 가족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자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

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배

우자가 미국에 밀입국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영주

권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를 초청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유지

하지 않았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

해야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이민비자는 거절될 수 있다. 보편적으

로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3년 동안 입국 거절이 되고 미국

에서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10년 동안 입국 거절이 된다. 영주권 신청자

가 유학생 또는 문화교류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었거나 18세 미만이라면 불법체류

와 상관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불법체류 기간이 있어 해외에서 이민비자가 거절되면 그때 불법체류 면제를 신청할 수 있

었는데 불법체류 면제 신청자는 이민국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랫동안 미국이 아닌 타

국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해외에서 불법체류 면제 신청이 거절되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영주권 신청자와 그의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다. 

불법체류 면제가 거절됨과 동시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과 그들을 보살피는 배

우자와 건강이 좋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고 미국과 해외에 두 가정을

유지해야하는 엄청난 경재적인 압박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극심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

다.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불법체류 면제신청은 승인되어야한다. 그러나 극심한 어

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관적인 심사로 판결되기에 언제든지 거절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확대되는 규정으로 인하여 영주권 신청자는 불법체류 면제를 미국 내에서

신청하고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해외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불법체류 면제신청의 승인결

과가 불확실해 이민비자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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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 테넌시’때 유의할 점 지식재산권 Q&A 103

저작권 등록 바르게 알기 Alice 판결 이후 소프트웨어 특허 대상 기준

지식재산권 Q&A 102 부동산 업자의 수수료 청구

그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는 불법체류 면제신청이 승인된 후 이민비자 인터뷰 날짜에 맞

추어 출국할 수 있어 가족과 떨어져있는 기간으로 인한 정서적 또는 재정적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된다. 보편적으로 이민비자 신청자는 1개월 미만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을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를 권한다. 

(213)291-9980 

<이동찬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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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차기회장 선거 체제로

샌디에고 한미노인회와 소상공

인들의 모임인 상공회의소가 차

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

연말 상공인상 후보 LA 유
명 인사들 거론

OC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셜리

린)는 지난 20일 저녁 정기이사

회를 갖고 12월8(목)일 가든그로

브레아 다운타운 새 주차장 건립
브레아 다운타운에 새로운 주차장 건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이 공사로 인해 버치 스트릿과 오렌지

애비뉴 주변 인도는 모두 폐쇄됐다.이 공사는…
어바인 새 야외공연장 건립 추진
어바인시의 야외극장인 ‘어바인 메도우스 앰피 디어

터’가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철거된 가운데 그레이트

팍 인근에 새로운 야외극장 건립이 추진되고…
연세대 동문 골프대회
샌디에고 연세대학교 동문회(회장 김재림)가 지난

23일(토) 카멜마운틴 골프코스에서 추계골프대회를

가졌다. 연세대 동문회에서는 12월10일 카…

로컬뉴스

외대코랄, 중국커뮤니티 초청 정기음...

남가주 한국외대동문회(회장 이계주) 산하 합창단

‘외대코랄’(단장 김재권)이 주최한 제3회 정기음악회

연말 선물하기 좋은 양초 만들기 클래스
KAWA 한미여성회(회장 에스더 김)가 다가오는 추

수감사절과 연말을 맞이해 집안을 향기롭게 꾸미고

사람·사람들

포토뉴스

수현, ‘멀리서 봐도 눈에 띄는 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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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비선 실세인 최

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이 사전

유출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

지사별 뉴스

고개숙인 대통령...최순실 의혹 대
국민 사과

NY DC SF SEA HW

고문

두테르테와 필리핀

조윤성 논설위원

‘축농증 정권’의 ‘혼용무도’

윤여춘 시애틀 지사 고문

백인들의 ‘인종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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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룸메이트 구함 올림픽+뉴햄퓨셔/2000sf 1Br+1Ba /리모델링

넓고, 조용, 깨끗 1BR 2BR/2BA 토랜스 $1450 헌팅턴팍 최고 중심 상가

Regent Place Apts 1Br+1Ba,Loft 한인타운1Br+1Ba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다가오는 연말, 지쳐가

는 일상…힐링이 필 …
기아·현대차, 신뢰도 5

위와 7위 역대 최고

박재범, 빌보드 월드앨

범차트 3위..12國 아 …
EXO-CBX 30일 V앱 생

방송..‘헤이 마마’ 첫 …

연예

맨유, 맨시티 1-0 꺾고

EFL컵 8강행…첼시 …
가장 주목받지 않았던

CLE 페레스, WS1 ‘ …

스포츠

“아버지가 일군 배 과수원
이어가야죠”

필랜‘천스농장’의 앤소니 천 대

표가 오는 29일부터 2주간 주말

마다 열리는 과일농장 체험행사

한국의 정상급 합창단 공연
선보인다

“수준 높은 합창공연을 선사하

겠습니다”베이커스필드시와 자

매결연을 맺은 부천시가 올해 10

LA 자연건강노인복지회 ‘경로잔치’
LA 자연건강노인복지회(회장 송양우·이사장 김광일)

가 오는 28일 오전 11시 중앙루터교회에서 제3회 경

로 대잔치를 개최한다.창립 5주년을 맞…

안내광고

Golf
Highlights



 

열린마당 최신순 인기순

최순실 사건으로, 난 해외 동포로서 얻은 것이...

임플란트를 시술 만 하는 의사 한테 갈때 참고...

총신대 교수들이 총장의 사퇴를 촉구[0]

한국교회언론회 반대 성명[0]

트럼프에게 한표를 던진다.[2]

언니를 구출해주세요[1]

솔직한 태도[0]

이벤트/공지사항

제43회 코리안퍼레이드 9월 24일(토) 오후 3시

한국일보 사업국 파트타임

한국일보음악대축제 사진공모전 당첨 발표

한국일보USA 통합 모바일앱

판매국 간부 직원 모집

취재 견습·경력 기자 모집

로커 셰릴 크로 “대선 운동 기
간 너무 길다” 청원

클린턴, 스페인어 TV토크쇼서
69세 생일상…라틴계 공략

팀버레이크 ‘대선 조기투표 인
증샷’ SNS 올렸다 불법 논란

“독일에 있는 최순실, ‘귀국해
모든 것 밝히겠다’”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271&no=173&action=read&did=1026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281&no=175&action=read&did=1026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211&no=126&action=read&did=1026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211&no=127&action=read&did=1026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225&no=154&action=read&did=1026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200&no=118&action=read&did=1026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211&no=128&action=read&did=1026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211&no=129&action=read&did=1026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211&no=130&action=read&did=1026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56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56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92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92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55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55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53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53
http://www.koreatimes.com/section/109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946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946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34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34
http://www.koreatimes.com/section/103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64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64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72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72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69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69
http://ads.koreatimes.com/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index.php?board_no=1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php?board_no=1&no=281195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php?board_no=1&no=281186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php?board_no=1&no=281185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php?board_no=1&no=281184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php?board_no=1&no=281159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php?board_no=1&no=281145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php?board_no=1&no=281132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index.php?board_no=4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php?board_no=4&no=277513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php?board_no=4&no=276243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php?board_no=4&no=270486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php?board_no=4&no=267489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php?board_no=4&no=267487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php?board_no=4&no=260143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78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78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45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45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40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40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30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6/1019830
javascript:listStart('L');
javascript:listStart('R');


10/26/2016 미주 한국일보 : 영주권자 가족도 불법체류 면제신청 가능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811/1004772 4/4

정기구독신청/안내 지면/온라인 광고 안내광고 등록신청 모바일앱 서비스 독자의견 배달사고접수 회사소개 한국일보 Family site

4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el.(323)692-2000, Fax.(323)692-2020 

Copyright©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

http://service.koreatimes.com/info/subscribe.html
http://service.koreatimes.com/info/ad.html
http://ticket.koreatimes.com/class/
http://service.koreatimes.com/info/mobile.html
http://service.koreatimes.com/info/reader.html
http://service.koreatimes.com/info/delivery_acd.html
http://service.koreatimes.com/info/about.html
https://www.facebook.com/koreatimes
https://twitter.com/korea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