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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홈 LA NY Chicago SF DC Atlanta Seattle San Diego Vancouver
Store를 Free로 하실분 !!

Tue. 01. 10. 2012
부동산매매

핫딜

자동차

중고물품

채용정보

행사/모임안내

렌트ㆍ리스
닉 알렉산더 BMW 새 2012 BMW 740i...
자영업자 현금 대출 - 빠른 대출, 최저...
영어 스페니쉬 100% 성공보장 미국대...
동반유학 전문 이싱크유학원 학비없는 ..

Google광고
홈 > 뉴스 > 오피니언

외부 기고 칼럼

-

추방을 피할 수 있는 방법, 212(c )면제 조항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LA중앙일보]
이동찬/변호사

0 개-

기사입력: 01.09.12 21:46

▶문= 35년 전 영주권을 받아 지금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싸움을 하다가 상
대방을 심하게 다치게 하여 5년 실형을 살았던 기록이 있고 2010년에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
으면서 추방소송에 회부되었습니다. 1988년 범죄가 가중범죄에 해당되어 추방을 피하기 어렵
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212(c) 면제를 이민법원에 신청하면 추방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폐지되었
지만 오래된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아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212(c) 면제는 신청전 미국에 7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간
이 흐르면서 두 번 개정되었기 때문에 3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슴이 후끈후끈....
마우스가 통증을....
강한남자의 비밀을 밝...

본래의 212(c)면제 법안에 의하면 실형의 기간과 관계없이 가중범죄기록이 있더라도 212(c)면
제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 11월 29일에 개정된 법안에서는'5년 이상 실형을 받은 가
중범죄자는 신청할 수 없다' 1996년 4월 24일에는 '가중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더 이상 2
12(c)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로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1월은 신분 도용의 달이다
은행, 비즈니스 업체나 융자 기관에
서 우송되는 세금 관련 서류를 조
심!

여러 번 개정되고 지금은 폐지 되었지만 귀하는 아직도212(c) 면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
다. 그 이유는212(c)가 개정되기 전 1988년에 유죄를 인정하셨기에 개정되기 전의 면제 법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하께서는 실형 기간과 관계없이 가중범죄기록이 있더라도 212
(c)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효과적으로 화내는 12가지 방법

212(c) 면제의 또 다른 조건은 신청자의 추방사유와 비슷한 입국금지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과 관련된 판례 케이스를 지난해 12월에 'Judulang'케이스를 통
하여 연방대법원이 번복하였습니다. 귀하 또한 'Judulang' 케이스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
다.

초청
영주권을 분실
월페이먼트가 내려가나요?
시민권 선서 하라는 편지를 몿받을시 어떻...
영주권포기시 포기세금에 대해서 ???

확실한 것은 이민국에서 귀하의 추방범죄와 비슷한 입국거절사유가 없다고해서 귀하의 212(c)
면제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212(c)
면제 신청 자격이 있고 면제를 승인 받으시면 추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샐러드도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법이 있다
샌 가브리엘 마운틴의 호킨스 마운틴 오르기

채널18.9 연합뉴스~ 다들 나오나요?
개인 튜터로 번 500불 세금보고 관련건
SSN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Store를 Free로 하실분 !!
유학생에 관한 모든 것!

▶문의: (213)291-9980

핫!클릭
눈물 안흘린 北주민 처벌…"사람 잡아"

추방을 피할 수 있는 방법, 212(c )면제 조항 [...

자전거 경매에 '엉덩이 노출 의문女'

추방소송에 회부, 피할수 있는 방법?[ASK미국...

공황장애 고백 이경규 "돈·인기 부질없어"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과 H-1B [ASK미국-이...

소녀시대 본 美어린이들, 깜짝 놀란 까닭

237(a)(1)(H) 추방 면제 조항에 대해 [ASK미국...

NIW, 노동허가서와 고용주 없이 영주권 신청을...

선서식 날짜 다가오는데 편지를 못받아

$129.99*
1 seller

Z-Line Designs
Deluxe Wood
Office Collection
$199.99*
1 seller

임시 영주권 조건을 해제하려면? [ASK미국-이...

5달러에 다섯 가지 와인 맛보기라니!
Like

OfficeMax Illustra
Desk With Hutch

추방소송 중 소송연기와 영주권 신청 [ASK미...

불법체류자와 함께 건설된 나라는?

0

Global Industrial
Myspace Findley
Parson'S Desk
$145.95*
1 seller

ICE 직원의 기소 재량권 이란? [ASK미국-이민...

렙텔국제 폰 콜, 코리안 100% 보너스

0



취업이민과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 [ASK미국



Send

"이상해" 소녀시대 본 美어린이들, 깜짝 놀란 까닭
공황장애 고백 이경규 "돈도 인기도 부질없어"(인...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3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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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인교회 수, 한국의 3배…`현지화' 요원
이 몸은 목판에 놓인 엿가락 … 가위로 자르든 엿...
"저 여자 남편"이라고…낯선 남자에게 호텔 열쇠를...
사자가 덮쳐도 눈 하나 깜짝 않는 `강심장` 관람객
"잠자리 없으면 처방전 없다" 파렴치 의사의 노골...
'나가수', 자문위원단 변화..김태훈·남태정PD 하차
7세 여아의 인형 수유, 음란하다? 페이스북 검열 ...
•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우즈 前아내, 140억원 대저택 허문 이유



• 감정표현:

Prudential Financial Sales Career
Baker (베이커) 구합니다. (Sacramento)
** 지압사 구합니다 **
한타 상냥하신 일식집 웨이트리스 구해요
유 경험 스시 쉐프 구해요
화승 네트웍스 미주 법인 신입사원 모집 공고
Sales Associate(영업직) of Sales & Marketin...

자이언 캐년의 다른
얼굴들

미국식당, 팁, 그리고
영수증

미국내 식당 이용시 영수증을 잘 들여다 보자
◆ 싼게 비지떡~영어로하면? ◆
"아시아나 항공" 한국행 특가
세상에 이런일이......
빨강색 찻 집에서 맛 본 행복, 또, 그리고...
매너 겁나게 거시기한 남편들
왕꽃게, 던지네스 크랩 대량입하!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는 1％ 의 힘
줄을 잘 서야합니다...
바람 속의 먼지와도 같은 우리 인생

[고급 상점 및 백화점]갤러리아 댈러스

TX

[세계적인 꿈의 동산]디즈니랜드

CA

[테코파 미네랄 온천장]인요카운티

CA

[다운타운 최대의 쇼핑상가]16가 쇼핑몰

CA

[하얀 나선형의 미술관]구겐하임 미술관

NY

TALK!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35511

한인장터

묻고 답하기

한인업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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