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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윌셔 호텔 팔렸다
한인 2명 체포 부동산사기

NiW-국익면제조항

“불체자 사면조치 아니다”
가주 학생들 UC 입학 갈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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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새 카드 장기금리 인하”
42년 독재 카다피도 ‘끝’

취업이민 2순위 신청인 (이하 2순위 신청인)의 자격 조건은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해당

백악관 선임 법률고문에 크리스토퍼

전문분야의 업무 경험이다.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것”
백악관 인근서 5.9 지진..워싱

2순위 신청인이 또 하나 준비해야 할 것은 취업 스폰서와 노동허가서이다. 노동허가서 취득에 걸리는 시간은 대

“만성 스트레스, 암ㆍ흰머리 위험

략 8개월이다.
그러나 2순위 신청인이 NIW에 해당한다면 케이스 진행은 더 빠를 수 있다.
NIW는 2순위 신청인에게 취업 스폰서와 노동허가서 없이 독립적으로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면제
조항이다.
간혹 석사 이상의 학위만 있으면 취업 이민 스폰서와 노동허가서 없이 신속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나 이는 옳지 않다. 2순위 신청인이 신속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노동허가서와 취업
스폰서가 필요없는 NIW 조항에 해당할 때이다.

라디오 서울 뉴스

2012년형 캠리 공개
선거구 재조정, 한인 사회에 긍정

최근 미국토안보부는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일 경우 2순위나 신청인이 NIW

DMV 직원, 불법 운전면허 발급

조항을 통해 신속히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발표를 하였다.

유권자 총연 미주에 6개 지부 결
구직자들 대상 신분 도용 사기 성

관련기사: http://www.dhs.gov/ynews/releases/20110802-napolitano-startup-job-creation-initiatives.shtm
미국토안보부가 취업이민 2순위 신청인 자격의 사업가나 기업가가 미국의 경제 활성을 위해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률 높은 분야에 자금을 들여 투자할 수 있을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순위 신청인의 영주권 취득 관문을 넓힌다다기보다 미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청인을 선호
한다는 의미이니, 2순위 신청인 기업가, 사업가들이 본인들의 사업체가 미국의 국익에 공헌할 수 있는 바, 예를
들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순위 신청인에게 노동허가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미국으로의 취업 이민을 원하는 신청인이 현재 미국에서 해당
분야를 위해 준비된 노동력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NIW에 해당하는 기업가, 사업가 신청인은 미국의 준비된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개념보다는 미국의 국익
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간주된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국익 기여, 예를 들어 미국 국민을 고용
하여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고급인력일 수 있기 때문이다.
NIW에 해당하는 기업가, 사업가 신청인 자신이 미국의 국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증명하면 고용주와
노동허가서 필요없이 독립적으로 케이스를 진행하여 영주권 취득 시기를 앞당기도록 법 조항이 마련되있다.
따라서 최근 미국토안보보의 발표에 따라 석사학위 이상 학력자이거나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해당 전문분야
경험이 5년이상인 사업가나 기업가가 사업체를 통하여 미국의 실업률을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면
NIW 조항에 따라 노동허가서와 스폰서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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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취업이민 2순위 신청인이 단지 고학력 소지자란 사실만으로 NIW 혜택을 얻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하
기는 쉽지않다. NIW는 2순위 신청인이 미국의 국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증명했을 때만 주어지는 특혜
이기 때문이다.
NIW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다.
이민국에서도 단순히 조건 1,2,3을 충족하는가의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심사를 하기 때문
에 증거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하고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NIW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인이 NIW에 대해 몰라서 2순위 신청인으로 취업 스폰서와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고 영주권 신청을 하여자칫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비자 신청 마감일을 맞추지 못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
여 진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취업이민 신청인은 늘어나고 비자의 개수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
청인 본인의NIW혜택 여부를 알아보고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이 좋은 요령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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