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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A]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때[LA중앙일보]

이동찬 / 변호사

기사입력: 02.15.10 19:32

▶문= 저는 취업이민 1순위의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Person of

Extraordinary Ability)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취업 이민 청원

서는 벌써 승인 되었고 영주권 신청서는 아직까지 계류중인 가운

데 얼마 전 이민국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 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제가 2년전 다녔던 어학원에서 받은 성적표와 고용 계약서 또는

취업 제안등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취업 제안을 받은 것도 없고 이민국에서 제가 다녔던 학교를 폐쇄 하였으므로

성적표를 받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로 저는 다른 학교에서 F1 학생 신분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답= 과학 미술 교육 사업 운동등의 분야에서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외국인은 취업 이민 1순위

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는 이민 수속 과정에서 스폰서나 노동 허가

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업 이민 1순위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으므로 취업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노동 허가서 단계에서 1년 정도가 소비 되기 때문

에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다고 영주권을 확실하게 받는것은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했다는 것과 정부 구제대상 (Public Charge)이

아니라는 것 또한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학교 성적표를 요구 했을때 학교가 폐쇄 되었다

는 이유로 성적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영주권 신청인은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

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 계약서 또는 취업 제안이 있으면 확실하지만 그것

들이 없다면 앞으로의 취업 계획과 관심있는 고용주로부터 받은 편지 등이 있어야 영주권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학교 성적표 또는 취업 제안이 없어 영주권을 거절한다면 대사관을 통해서 이

민 비자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체류 하실동안 I-94신분증이 만기 되지 않으셨고

추방 명령 또한 받으신 적이 없으므로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 할 때 문제가 적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한국에서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

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계속 진행 하신다면 영주권이 거절 될 수 있음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 하

셔야지 추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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