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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취업이민 2순위의 문호가 갑자기 7월부터 막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취업
이민 2순위를 진행 중이고 노동허가서가 승인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I-140 취업이민청원
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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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취업이민 2순위는 고학력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취업이민 카테고리입니다. 스폰서 회사에
서 요구하는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경력이 있다면 고학력자로
인정을 받아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춤추는 간~ 활기찬 당신~

한국인의 취업이민 2순위 문호는 2012년 6월까지 열려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11일에
국무성에서 2012년 7월부터 비자 컷오프 날짜를 설정한다고 발표했는데 취업이민 2순위의 영
주권 문호는 6월보다 3년 반을 후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 비자 컷오프 날짜가 3
년반 후퇴한 2009년 1월이므로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2009년 전에 접수
된 신청자에 한에서만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받고 영주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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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6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
니다. 그러나 평상시도 영주권 신청서를 승인받으려면 5-6개월을 기다려야 하기에 6월에 영주
권 신청서를 승인받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6월에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으
면 영주권 신청서의 심사는 노동허가서 신청날짜가 비자 컷오프 날짜를 앞설 때까지 보류됩니
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몇 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되더라도 영주권 신청서를 6월에 제출한다면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에서
별도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도
하고 여행허가서를 받아 자유롭게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영주권 신청서가 180일 이상 계류된 후에는 비슷한 직종으로 스폰서를
받을 시 스폰서 회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은 영주권 문호가 10월에 다시 풀리지 않
는 한 귀하께서 영주권을 몇 달 안에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6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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