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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작년에 전 남편과 이혼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영사관에
서 하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이민국에서 이혼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영주권을 거절했습
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학생(F-1)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으
나 영주권을 신청한 후 F-1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답= 합법적으로 입국하신 분들은 대부분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현재 신분이 죽었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 결혼 전 이혼이 무효가 된다면
그 결혼 또한 무효가 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다면 영주권은 당연히 거절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혼절차를 시작하면 6개월은 무조건 기다려야합니다. 귀하께서는 시간을 벌기위해
영사관에서 간단하게 이혼신고를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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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신다면 캘리포니아 주법대로 이혼을 하셔야지 이민국에서 그 이
혼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6개월의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귀하께서 다시 결혼하시기 전
에 추방소송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추방소송을 당하시면 재정적 또는 시간적으로
피해를 보시고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시려면 이혼절차가 덜 까다롭고 시간이 적게 소모되는 다른 주에서 이혼을 다시
하시고 하루빨리 재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혼을 하신 후 영주권 신청 또한 다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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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국에서 이혼을 하시고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신다면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혹은 신
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K-3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K-3 비자를 신청하는 경
우 이민비자를 받는 것보다 빠르지만 잠시의 불법체류기간 때문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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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민비자 또한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는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불
법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3년 동안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 넘으면
10년 동안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이민국에서 귀하의 I-94 신분증이 만기 되었
거나 이민국이나 추방법정에서 출국명령통보를 받았을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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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귀하는 유학생이셨으므로 I-94 신분증에 만기 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분증 보
다는 유리합니다. 불법체류기간 때문에 이민비자가 거절된다면 면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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