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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저는 현재 H-1 취업비자를 받고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 전 실직을 해서 지금은 소득이 없습니
다. 재정보증을 부탁할 사람이 없는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자와 결혼만 하면 신분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신청자는 미국 빈곤구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영주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려면 시민권자 배우자가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데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가 충분한 소득이 없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재정능력을 증
명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가 필요한 소득의 3배 이상이 되는 자
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충분한 소득과 자산이 없다면 영주권 신청자의 소득을 시민권자 배우자의 소득과 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합했을 경우 소득이 충분하면 재정보증을 다른 사람에게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했어야만 그의 소득을 합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허가 없이 취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그 소득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소
득과 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자의 소득을 합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동재정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재정보증인은 형제자매 또는 친척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재정보증인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정부의 사회복지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책임이 있습니다. 영
주권 신청자가 복지혜택을 받는 만큼 재정보증인은 정부에 빚을 갚아야 합니다. 오직 영주권 신
청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사망하거나 아니면 40분기 동안 미국에서 일을 했을 경우 재정보
증인의 책임은 없어집니다. 이와 같은 책임 때문에 사람들은 재정보증인이 되는 것을 피하려 합
니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공동재정보증인 또한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H-1 전문직을 가지고 있기
에 귀하의 소득이 재정보증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
서 보다 상세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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