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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이동찬
변호사

보편적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
혼하면 영주권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영주권 신청절차도 다를 수 있
다.
먼저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자의 배
우자보다는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영주권 문호와 관
계없이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
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민권자
의 배우자가 체류신분이 만기되거나 체류
신분이 죽었더라도 상관없다. 다만 무비자
로 미국에 입국했을 때에는 90일의 체류신
분이 만기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이 좋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입국하
지 않은 경우에는 245i 불법체류구제조항
의 혜택을 받거나 불법체류와 관련된 면제
를 신청해야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245i 불법체류구제조항은 2001년 4월 30
일 이전에 이민비자 청원서 또는 노동허가
서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던 신청자만 적용
이 된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
류하는 경우 해외에서 3년 동안 이민비자
를 받을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 10년 동안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지만 면제를 받으면 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면제는 미국 내에서 신청한
뒤 승인되면 외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예전에는 대
사관에서 이민비자가 거절된 후 면제를 신
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에서 미리 면
제를 신청한 후 결과를 보고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면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자
가 면제를 받으려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자의 가족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을 증명해야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 면
제를 외국에서 받는 것이 예전에는 큰 부담
이었다.
만약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
면 I-130 가족초청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약
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에 90

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는 달리 영주권자
의 배우자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
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먼저 가족초청 청
원서 I-130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영주권 문
호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신
청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
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시민
권자의 배우자와는 달리 합법적인 체류신
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
면 245i 불법체류구제조항의 혜택을 받거
나 불법체류와 관련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245i 불법체류구제
조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비자 청원서 또는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어야하고 면제는 미
국 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외국
에 있는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
할 수 있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마지막 체류신분이 유학생 비자 신분 이였
다면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지
만 외국에 있는 대사관에서는 별도의 면제
없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도 있다. 대

사관에서는 이민국과 방침이 달라서 유학
생인 경우 이민국이 비자신청서를 심사하
는 과정에서 또는 이민법정에서 영주권자
의 배우자가 유학생비자신분을 어겼다고 판
결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신분이 시작한
다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영주권자의 배우
자가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더라도 별도
의 이민국 또는 이민법정의 판결 없이는 대
사관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하므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자가 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스폰서를 하는 영주
권자가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다. 보통 영주권자는 5년이 지나면 시민
권을 신청할 수 있다. 스폰서를 하는 영주
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
는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만 했
다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도 영
주권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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