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회원가입      열린마당  한국일보 본국    한국아이닷컴    The Korea Times 

뉴스홈 > 경제 Tweet 0 Like 0

이동찬 이민 변호사
입력일자: 2013-06-06 (목)  

취업이민 3순위는 다소 느슨한 자격조건을 요구하는 이민방법으로 영주권 취득이 보다 수월하다고 말할 수 있

다.

그 이유는 취업이민 신청자의자격조건이 가장 느슨하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3순위가 취업이민 2순위 보다 시간

이 오래 걸리지만 신청자가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5년 경력이 없다면 선택의 여지없이취업이민 3순위를 통

하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2년 동안 공부를 해서석사학위를 획득하거나 5년 경력을 쌓아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과취업이민이 아닌 다른 길, 즉투자이민, 종교이민, 또는 가족이민 등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재정적인 여유가 없이 투자이민을 할 수 없고 종교기관에서지난 2년 동안 취업하지 않았다면 종교이민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영주권자 가족이 없으면 가족이민도 생각할 수 없다.

보다 빠른 이민방법이 없을경우 결국 취업이민 3순위를선택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

로 기다리는 중에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직,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문직은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이다. 예를 들어 직업 중 회계사, 재정전문가, 경제분석가, 판매 매니저, 마

케팅 매니저, Graphic Designer,Computer Programmer 처럼 최소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숙련직은 2년의 직장경험이나 직업훈련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직업 중 요리사, 자동차수리공, 전기 기술자, 간호

사등은 2년 경력 또는 직업훈련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숙련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숙련직은 2년 미만의 직장경력이나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예를 들어Cashier, Taxi 운전사, 경비원,청

소부, 일반 판매원 등은 대체로 2년 미만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비숙련직이라고 할 수있다.

최근 Visa Bulletin에 의하면 올해 6월 취업이민 3순위신청자의 비자발급 Cutoff 날짜는 2008년 9월 1일이다. 그

Visa Bulletin에 따라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접수된 노동허가서 중 승인된 케이스에 한에영주권을 발급한다. 노동

허가서 신청서 접수는 취업이민 3순위의 첫단계이다. 그러므로지금 취업이민 3순위 절차를시작한다면 5년 정도

시간이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요즘 3순위 취업이민 비자발급 Cutoff 날짜가 빨리 움직이고 있어 기다

리는 시간이많이 단축될 수도 있다.

취업이민 3순위는 시간이많이 걸리지만 기회가 있다면이민절차를 하루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바쁘

게 살다보면 시간이 물 흐르듯 지나가기 때문이다. 3순위를 기다리는 5년 동안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경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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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여차하면 취업이민 2순위에도도전해 볼 수 있으니, 취업이민 3순위는 일종의 보험이 될수도 있다.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신청하는 경우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3순위를 통한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5-6년 기다리는 중 스폰서 회사의 재정이 악화 되어 임금 지불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스폰서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영주권 신청자는 그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

득할수 없게 될 수 있다.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처음부터 기준임금 이상을 받으며 취업을 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민국은 회사의세금보고서에 의존해서 임금

지불 능력을 판단한다.

만약 스폰서 회사가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한 후 임금 지불 능력을 상실 하더라도 승인된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이있다면 우선일자 (노동허가서신청날짜)가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스폰서 회사가 바뀌더라도 우선일자를 기

준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스폰서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조건이 된다면 하루 빨리 취업이민 3순위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바란다.

(213)291-9980

 웹사이트 제작 전문업체

 Law Firm Web Design 개발문의

 읽을거리가 풍부한 WeeklyH를 온라인으로

 과거 신문보기도 가능해요 E-Newspaper

 더욱 똑똑해진 한국일보 전자신문으로 뉴스를 한눈에...

 E-paper 푸드 매거진으로 저녁 식단 결정하는 주부들이 늘어...

[미주한국일보] 취업이민 3순위 http://www.koreatimes.com/article/798169

2 of 2 6/16/2013 12:45 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