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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A]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속하게 받는 법[LA중앙일보] 

이동찬/변호사

기사입력: 11.23.09 20:18

△문= 부모님께서 형제자매 가족초청(I-130)을 통해 2008년 1

2월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고 올 4월에 영주권을 받

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가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함께 신청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주권자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셨습니

다. 영주권을 빨리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미국 아동신분보호법은 영주권신청(I-485 또는 DS-230)을 할 수 있는 날짜 또는 가족초

청 청원서(I-130)가 승인된 날짜 둘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에서 가족초청 청원서

가 계류되어 있었던 기간을 뺀 후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을 부모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나이에서 가족초청 청원서의 계류기간을 빼는 경우 귀하가 21세 미만이라면 귀

하는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영주권 문

호가 풀린 후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동신분보호법의 해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

입니다.  

 

만약 귀하의 나이를 계산했을 때 21세 이상이라면 귀하는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영주

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약 8-9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방법이 생길 수 있습

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또는 형제자매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나이가 21세 이상 되

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자녀를 위해 연방법원에서 이민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나이가 21세 이상 되어서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부모가 사용한 시민권

자의 기혼자녀 또는 형제자매 청원서의 우선 순위 날짜를 나중에 접수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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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녀 청원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원고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소송이 승소한다면 

귀하께서도 영주권 신청을 곧바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송에서 연방지구법원은 11월10일에 이민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항소가 예상

되고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부인은 왜 골프채를 들고 있었나… 우즈 미스테리 

비, '닌자..' 박스 오피스 6위로 순조로운 출발 

비틀즈 깜짝 변신 ‘무한도전’ 뉴욕 논란 잠재웠다 ! 

헉! 역대 최고 해커가 잘나가는 CEO였다니… 

 

'흔들리는 달러' 그 이후의 세상은? 

[중고물품] 61인치 TV DLP & TV 스탠드 

[Ask] 합의랑 소송 중 뭐가 좋을지 조언좀… 

[blog] 2010년 진짜 Working Day는 몇일? 

•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 감정표현:           

7년 기다렸어요

 

'너무' 섹시한 사회자

 

그렇게 노골적으로…

 

박솔미의 매력 뒤태

 

차별화된 서비스

 

LOS ANGELES 옐로우페이지 광고상품

 

이민법 전문 

임상우 변호사  

이민법 전문 

홍은진 변호사  

스테이트 팜 

알렉스 정 

가든 그로브

 

스테이트 팜 

킴 술라 

글렌데일

 

스테이트 팜 

헤더 정 

토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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