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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10만 달러, E-2비자 가능할까요? [ASK미국-이민법 이
동찬 변호사][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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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년 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현재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하여 E-2 비자를 받으
려고 합니다. 총 합쳐서 투자금액이 10만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E-2 비자를 받을 수 있
을 지 궁금합니다.
▶답= E-2 비자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
다. 귀하는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하여 E-2로 신분을 변경하시거나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
을 통해서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E-2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미국에 있는 사업체
에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상당한 투자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
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보통 최소 10만 달러 이상 투자되는 것이 좋고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
하여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최소 20만 달러 이상이 투자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 위한 최고의 선물
잇몸통증 시린이 해방
통증치료사 닥터마우스
다리 피로 쫘주는 짤순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기준은 미국대사관 보다는 적지만 이민국에서 투자
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많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이 거절되
더라도 기존에 있는 신분은 만기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환상의 불꽃놀이 시즌
사진에 멋지게 담는 법
나만의 화려한 추억 담기
겨울 여행이 더 멋있는 곳, 데스밸리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기준을 20만 달러 이상으로 판단하는
것 같으며 사업체의 수익성을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20만 달러를 투자했더라도 수입이 충분하
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생계비 유지를 목표로 하는 투자라고 판단하고 대사관에서 E-2비자 신청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남미에 있는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E-2 비자는 신청
자의 국가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남미에 있는 몇 미국대사관에서는 신청자가 외국인이라도
E-2 비자를 신청하도록 허락합니다. 남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는 상당한 투자의 기준이 한국
에 있는 미국대사관 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금이 약 10만 달러 정도라도 E-2 비자를 받
을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둘 것이 있다면 어느 대사관에서든지 귀하의 E-2 비자가 거절되면 미국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E-2 비자로 신분변경을 먼저 고려하신 후 꼭 해외여행이 필요해서 E-2 비자를 대사
관에서 받아야한다면 남미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처럼 동짓날 단팥죽 한번 먹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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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패배의 탓은…" 안철수 "제 부족 탓"

영주권 신청중 DUI로 체포, 영주권 취득 문제 ...

야간버스탄 여대생, 운전실서 집단성폭행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빨리 받을 수 있는 길...

"약간 냉정한 감이"…朴, 생활기록부 평가보니

시민권자 배우자 재정능력 있어야 영주권 신청...

비거리 20야드 늘어나는 기적의 골프공
성기능 개선에 뭐니뭐니해도 이게 최고…
써클렌즈, 칼라렌즈, 아큐브렌즈
추방유예, 서류보완레터 보냈다는데
스키장에서 부상 예방하는 방법 5가지
겨울에 더좋은 따뜻한 성질의 이 음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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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에 칼 꽂힌 듯…" 박근혜 운명가른 10장면

12/20/2012

투자금액 10만 달러, E-2비자 가능할까요?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 미...

Page 2 of 2

"약간 냉정한 감이"…朴, 생활기록부 평가보니
아프간 민간인 대량학살…미군 베일스에 사형 구형
3

0

Like

3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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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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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대 미제 골동차가
북적이는 쿠바

뿌리 교육 제대로 하
고 사세요

교회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천히 늙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몸이 나이들면 이렇게 변한다
알래스카 눈내린 아파트의 풍경
대한민국 대표 찌개의 진짜 맛있는 레시피
소금과 나트륨은 다르다.
5년 뒤 또 울지 않으려면
**- 으 허 억 !!!-**
약속의 땅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 아버지의 빤쓰와 외나무 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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