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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작년 7월에 L-1취업비자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
습니다. 현재 노동허가서를 승인 받아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L-1 연장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 있나요?
▶답= L-1 연장 신청을 한 경우 현재 L-1 신분이 만기가 되었더라도 120일 동안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일이 지났더라도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
한다면 180일 이하의 불법취업기간은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 L-1 신분이 만기가 된
후에 대략 210일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취업비자 연장을 신청하고 합법적인 취업기간인1

한팩에 블루베리 150 …
다리를 쫙쫙~ 짤순이..

20일은 넘겼지만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해 I-485를 신청했을 경우 이민법은 180일 이하의 불법취업
을 허락합니다.

국내산 남해산 흑마늘!!
갱년기 여성의 희망, 황…

그러므로 전 L-1만기날짜에서 120일 이후에 누적된 불법취업기간을 이민국은 계산하는데 귀하께서
는 전 L-1 신분이 만기된 후 총 210일 동안 일을 하셨기에 불법취업기간은 오직 90일만 누적되었으
므로 미국 내에서 I-485를 제출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서 얼룩 싸악 지우고
시원한 여름맞이!
닦는 일도 요령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연장 신청서가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었으므로 누적된 불법취업기간이
형식상 위반(Technical Violation)이라고 주장하면 이민국에서 180일을 계산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
서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연장신청을 제시간에 했어야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청자의 잘못이 아니라 L-1 연장 서류를 제시간에 심사하지 않는 이민국 때문에 신분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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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니 180일을 계산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면허증 발급 질문

그리고 만약 나중에라도 취업비자 연장이 승인된다면 오랫동안 취업비자 연장신청이 계류되어 있
었던 것과 관계없이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그 경우에는 180일을 계산할 필요가 없
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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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도 워크퍼밋을 받기 전까지 취업을 한다면 불법취업기
간은 계속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법취업기간이 180일 이상 된다면 영주권 신청은 거절됩니
다.

렌터카 사고시 동승자에 대한 보상
미국 의료비
개인/비지니스 융자(크레딧 680 이상)
유학에 관한 모든 것 (병역연장가능)

결론적으로 귀하는 현재 취업비자 연장신청이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었고 불법으로 취업을 하셨더
라도 영주권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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