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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국에서 10년의 영업직 경력이 있고 학사 학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사학위는 영문학
과입니다. 한 회사에서 저를 세일즈 메니저로 채용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준다
고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전문분야의 5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우스가 통증을....

취업이민을 할 때 신청자가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분야의 학사학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용주가 학사학위와 5년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학사학위의 전공분야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전문분야의 경력은 충분하지만 학사학위의 전공분
야가 다르다고 케이스를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사학위의 전공분야가 앞으로 하게 될 분야와 다르다고 케이스가 다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에 학사학위의 전공이 앞으로 취업하게 될 전문분야와 다르면 취업이민 2순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며 설득하느냐가 관건입
니다.

강한남자의 비밀을 밝...
간이 안 좋으면....
가슴이 후끈후끈....

남자의 외모 망치는 10가지 습관
유전적으로 타고난 우월한 외모도
안좋은 습관으로 망칠 수 있다는 사
실!
세끼 제대로 먹고 살 뻬는 물 다이어트
사막 속 오아시스, 스톤월 피크 즐기는 법
60년대 서영춘의 만담 개그~

저희는 발표되지 않은 이민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이민국을 설득합니다. 만약 학사학위와 5년 경
력을 사용할 때 학사학위의 전공이 관계가 없다는 판례법이 있다면 이민국은 그 법을 따라야 합
니다.
그러나 그런 판례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판례법으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학사학위의 전공이 관
계가 없다는 이민항소법원의 판결을 통해 저희는 이민국을 설득합니다.
보통 이민국은 이민항소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발표되지 않은 이민항소법원의 판결
또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민항소법원의 판결을 사용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
희 사무실에서는 학사학위의 전공이 취업제의 전문분야와 다르다고 거절된 케이스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E2 비자 연장 한국 인터뷰
이 중고차 어떤가 해서요
I 비자인데요 영주권 신청가능 한가요?
jury summons이란 편지를 받았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출입국에 대한 질문이어요
영주권신청
캐시어서책도 부도?

Store를 Free로 하실분 !!
금연 힘드시죠? 213-820-5870

즉 귀하께서는 학사전공은 다르더라도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을 시작하신 후 영주권 받기까지1년은 기다릴 수 있으니 H-1B를 먼저 신청하시는 것을 권
해 드리고 싶습니다. H-1B를 신청하면 올해 10월부터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핫!클릭
LA시, 저소득층 세금환불…최고 5700불

취업이민 2순위, 학사학위 전공과 업무 분야 관...

미국인 61% "20년내 지구 대재앙 온다"

추방을 피할 수 있는 방법, 212(c )면제 조항 [...

6주에 258달러 절약…`할인 쿠폰족' 급증

추방소송에 회부, 피할수 있는 방법?[ASK미국...

꿈의 섬유 "텐셀"로 만든 남성을 위한 속옷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과 H-1B [ASK미국-이...

라스베가스 Palace Station Hotel
집 페이먼트를 못낸지 2달 되었습니다
2012년 패션 트렌드쯤은 알아둬야죠
평생 전신 초상화를 거부했던 남자



237(a)(1)(H) 추방 면제 조항에 대해 [ASK미국...
ICE 직원의 기소 재량권 이란? [ASK미국-이민...
NIW, 노동허가서와 고용주 없이 영주권 신청을...
'알토란' 미주법인도 팔린다…소비자들 '얼떨떨', ...

추방소송 중 소송연기와 영주권 신청 [ASK미...
임시 영주권 조건을 해제하려면? [ASK미국 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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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스스로 화장" 불 탄 노인 유서 경악
美서 아내실종 사건 용의자…두 아들 살해 후 자살
0

0

Like

Send

경제 손실 눈감고…반이민법 계속 몰아친다
한인학생 또…성적조작 체포
패네타 '입' 때문에 … 골치 아픈 오바마
미국인 61% "20년내 지구 대재앙 온다"
6주에 258달러 절약…경기침체로 `할인 쿠폰족' 급증
이수근, 아픈 가족사연 "투병아내..뇌성마비 둘째"

•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 감정표현:

▣ 영주권 없이 미국 공인자격증 취득하기▣



Web Designer/Packaging/Graphic 디자이너



We are seeking for English teacher
웨이터, 웨이트레스 구합니다.
Associate and Import Designer
미용실개인헬퍼 구함
변호사 사무실 비서 (legal secretary) or 사무...

즉위 60년 여왕의 핸
드백 속에는..

아슬아슬한 그녀의
이중생활

아슬 아슬한 이중 생활
여호아의 증인들과 함께
♣ 암(癌)의 천적은 무엇인가? ♣
말도둑 골프장도 빅세일중
추운날에 생각나는 따끈한 버섯전골
한국 조직 폭력배 계보-이들은 이렇게 진화.
처신을 똑바로 못하니 미움을 받는것 이로...
암모니아수로 세척한 고기로 만든 햄버거?
아침에 에그 커피 한잔 ... 온종일 개운
나는 직장에서 왕따였다 (맞장뜨기)

[고급 상점 및 백화점]갤러리아 댈러스

TX

[세계적인 꿈의 동산]디즈니랜드

CA

[테코파 미네랄 온천장]인요카운티

CA

[다운타운 최대의 쇼핑상가]16가 쇼핑몰

CA

[하얀 나선형의 미술관]구겐하임 미술관

NY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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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장터

묻고 답하기

한인업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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