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필요없는 가장 빠른 취업이민 NIW
미국 취업이민은 직업에 따라 EB-1, EB-2, EB-3 로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이 중 대부분의
EB-2, EB-3 는 반드시 미국내에서 고용이 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하지만, EB-2 중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는 고용주가 없이도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NIW 는 그 신청시점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는 시점까지 빠른 방법입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그 사실관계와 자격요건에 따라 승인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NIW 는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영주권을 받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로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NIW 는 미국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의료, 노동, 과학, 사업, 보건,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고학력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비자 스폰서나 고용주가 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취업이민
프로그램입니다. NIW 는 고용주의 고용과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신청
및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취업을 통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NIW 프로그램은 영주권 신청 및 수속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케이스에 따라 거절당하기도 하는 노동허가서(LC)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과 수속면에서 대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법에 정확하게 자세히 나와있지는
않으나, 예외적인 특출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또는 그의 취업이 미국에 전국적으로 대단히
도움을 주는 경우에 NIW 를 통하여 영주권을 승인합니다. 법에 따르면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는
전문직의 영역이 반드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만 하는 분야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는 전문직으로 보통 불리우나 꼭 석사학위가 필요한 분야는 아니므로 NIW 신청
자격요건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미국에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NIW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제, 과학, 문화, 교육, 예술, 복지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미국 이민국에서 결정됩니다.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은 다음 중 3 가지를 충족,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당 분야에 관련하여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학위 또는 그에 상능하는
공식적인 자료



그 분야에서 최소 10 년의 전임경력을 증명하는 추천서 및 편지 (현재 또는 과거
고용주의 추천서)



그 분야에서의 자격증, 면허



예외적인 능력을 인정받아 충분한 월급을 받은 증거



그 전문직에서의 회원자격



해당분야 또는 산업에서의 공헌 및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기업이나 전문 단체에서
받은 상이나 그외 자료



그 외 위 조건들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들

NIW 의 장점으로는 신청자 본인이 스스로 취득하는 취업영주권으로서 고용주와
노동허가서가 필요없으며 이로 인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른 영주권 취득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만 21 세 미만의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자녀의 공립학교, 미국의대 등 입학자격을 충족시키며, 저렴한 학비로
공립대학 입학도 가능합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서는 한 고객의 NIW 케이스를 진행, 영주권 취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고객의 사정상 취업비자기간이 거의 만료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한 케이스였으나, 고객의 뛰어난 업적 및 경력, 또 그 분야에서 받은 좋은 추천서 등의
자료들을 통해 고객의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민국에 잘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낸 케이스였습니다.

우리 한인사회안에는 이미 다수의 고학력 또는 전문직 종사자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NIW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NIW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개인의 뛰어난 역량을 잘 설명하고 그 개인이 미국의
국익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뛰어난 설득이 필요합니다. NIW
신청시에는 성과가 입증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수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스티브 서 변호사 사무실
(617)877-3435
웹싸이트: www.stevesu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