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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A] NIW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은[LA중앙일보] 

이동찬/변호사

기사입력: 11.02.09 20:24

△문= 저는 미국에서 취업 스폰서 없이 NIW를 신청해 6년 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미국 입국 

후 저의 전문분야에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민국에서 1주일 

전에 시민권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스

폰서가 없이 신청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외국인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나서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 그 

것에 대한 합당한 사유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민국은 그 외국인이 사기로 영주권을 획득했다

고 간주하여 그 외국인의 영주권을 빼앗고 추방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셨고 별도의 스폰서 회사가 없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스

폰서 했으므로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입국할 당시 전문분야에 취업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가 문제점이 됩니다. 그런 경우 전문분야에서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사유를 심사관이 납득이 되

도록 설명한다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제 상태에서는 시민권이 이미 거절되었으므로 거절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민국

에 청문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혹 전문분야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노력한 증거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증빙자료가 없다면 청문회에 가셔서 입국 후 전문분야에서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는 것과 영주권을 받으실 당시 전문분야에서 취업을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과 영주

권 받는 과정에서 사기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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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213)291-9980 

 

세상 떠난 6살 소녀, 집안 곳곳에 사랑의 편지를··· 

"'냄새난다'며 피하던 나영이 친구들 이젠···" 

[렌트리스] NEW CONDO 펜트하우스 렌트 

[ASK] 제 조건으로 숏세일 할 수 있을까요? 

 

개그맨 이창명 30억 까먹고 배운 창업 도전기 

박찬호 매운맛 강속구 비결, 매운맛 낙지볶음 

임현식 "최불암-김민자 결혼 불쾌했다" 고백 

[blog] 내가 찍은 사진으로 달력을 만들자! 

•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 감정표현:           

손예진 '새하얀 유혹'

 

2010 캘린더 신청하기

 

남산에서 본 서울 야경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32년 전통의 대학!

 

LOS ANGELES 옐로우페이지 광고상품

 

이민법 전문 

임상우 변호사  

교통사고상법 

브래드리 

변호사

 

스테이트 팜 

알렉스 정 

가든 그로브

 

스테이트 팜 

박성욱 

부에나 팍

 

스테이트 팜 

마이크 이 

타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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