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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잘못들었는데 어, 멕시코네?
국적이탈 신청 급증

K-1 비자

윌셔호텔 체납 세금 350만달러
“日 재앙, 아시아 반일 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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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연결·냉각수 투입 원전사태
애리조나 반이민법안 부결

K-1비자는 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K-1 비자를 받는 것은 결혼 후 이민비자를 대사관에서 받

한인회, 박요한씨 상대‘100만달

는 것 보다 빠르지만 이민비자처럼 이민국에서 비자 청원서를 먼저 승인받고 대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받을 수

살인 부른 심야 마약탈취극

있다.

방사성물질 美서해안 도달
UCLA 동양계 비하 동영상, 표

K-1 비자에 해당하는 법적 조건은 간단하다. K-1 비자를 받으려면 지난 2년 중 시민권자와 그의 약혼자는 서로
만난 적이 있어야하고 결혼하는데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가 이혼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약혼자와 결혼을 하기위해 K-1비자 청원서를 제출한다면 그 청원서는 거절된다. 미국에
서는 법적으로 일처다부 혹 일부다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K-1 비자는 받는 것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입국 후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K1 약혼자는 미국에 입국 후 시민권자와 90일 안에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을 한 후에는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통 영주권 신청서는 90일을 넘긴 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랫동안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
면 이민국에서 추방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라디오 서울 뉴스

중앙은행 '해외 자산 신고 세미나
최고의 후천성 당뇨병 치료제는 '

K-1 약혼자의 21세 미만 자녀는 K-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수 있다. K-1 약혼자가 시민권자와 90일 안에 결혼

산체스 의원 방한

을 하면 K-2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보통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시 예산 적자,,신규 경관 채용

약혼자의 자녀가 결혼 시 18세 이상이라면 시민권자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영주권 받기까지 오랫동안 기
다려야 한다. 그러나 K-2 비자를 잘 이용하면 약혼자의 자녀가 18세 이상이라도21세 미만일 경우 영주권을 K1 약혼자와 함께 받을 수 있다.
위에 언급했듯이, K-1 약혼자는 반드시 입국 후 90일 내에 결혼을 해야 한다. 90일 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체
류신분이 불법이 되고 초청한 시민권자와 끝내 결혼하지 않으면 추방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90일을 넘긴 후에
초청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가족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므로 9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민법 조항 245d는 K-1 비자를 받은 약혼자가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서 K-1 비자 약혼자가 90일 내에 그를 초청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지 않고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고용주로부터 취업 스폰서를 받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그는 영주권은 신청할 수는 없다.
90일 안에 K-1 약혼자가 그를 초청한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후에 둘이 이혼을 하게 되어도 영주권은 받을 수
있다.
흔히 함께 살다보니 서로 맞지 않아 K-1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다행히 9순환 연
방항소법원 판례법에 의하면 K-1 약혼자가 입국 후 90일 안에 진실 된 결혼을 하면 나중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
권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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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케이스 중 이민국에서 이 판례법을 무시하고 케이스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 필자의 의뢰인은 K-1 비자로
미국에서 입국하여 법의 요구조건대로 90일 내에 결혼을 했었다. 그러나 그는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이혼을 하고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다시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기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법률 사무소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진행했지만 245d 조항으로 인하여 매번
영주권 신청을 거절당했다.
그 후 그는 필자에게 케이스를 의뢰했고 필자는 이민국에 9순환 연방항소법원의 판례법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초
청한 시민권자와의 첫 결혼을 이용하여 영주권 신청을 다시 진행했다. 이민국은 판례법을 무시하고 케이스를 거
절했으나 이민법원에서 9순환 연방항소법원의 판례법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영주권을 허락했다. 이 영주권은
K-1 약혼자가 90일 내에 법 규정대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K-1 비자는 어떤 면에서 까다롭지만 법을 잘 이용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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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구독 가능한 전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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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H를 시험서비스 기간 동안 무료로 공개하여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
클릭! 한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를! E-paper 사용자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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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맛있는 레시피가 온라인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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