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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에 관한 모든 것 (병역연장가능)

최신기사 이민/비자 부동산/머니 경제/IT 사회/정치 교육 스포츠/연예 라이프/레저 국제 오피니언

H-1B Quota Opens April 1 $1750 Flat A

닉 알렉산더 BMW 새 2012 BMW 740i를 

김준서 이민 전문 변호사 투자비자, 취

미국 E2 비자 전문 서우 E-2 비자 성공 

Google광고

핫!클릭

"목숨걸고 탈북" 강도에 깨진 '아메리칸 드림'

김예림, 팬티 차림에 드러난 엉덩이 파격!

한인女, 영어 못한다고…전화 요금 '바가지'

욱신욱신 관절통 '가뿐하게 이젠 안녕'

300명이 먹고도 남아? 70kg 괴물 가자미

불법취업기간과 영주권 신청 [ASK미국-이민법

E-2투자비자와 E-1 무역비자 [ASK미국-이민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ASK

투자금액 10만 달러, E-2비자 가능할까요? [AS

영주권 신청중 DUI로 체포, 영주권 취득 문제 될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시민권자 배우자 재정능력 있어야 영주권 신청

한팩에 블루베리 150

다리를 쫙쫙~ 짤순이..

국내산 남해산 흑마늘!!

갱년기 여성의 희망, 황

낙서 얼룩 싸악 지우고

시원한 여름맞이!

닦는 일도 요령이 필요하다

그림으로 집안에 따뜻한 복 불러볼까

하루 10분 투자로 건강 보장, 파워 스트레칭

운동이 가져다주는 10가지 혜택

홈 > 뉴스 > 오피니언

외부 기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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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투자비자와 E-1 무역비자 [ASK미국-이민법 이동

찬 변호사] [LA중앙일보]

이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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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개월 전 아내가 15만 달러를 투자해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 한국으로 많은 물량의 금속자재

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회사를 통해 15일 전 아내가 한국 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했었으

나 미국에서 예전에 불법으로 체류했던 것 때문에 거절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아내에게 면제 신

청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가능성 여부를 알고 싶고 저라도 미국에 와서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E-2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모든 투자는 아내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 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E-2 비

자를 받으려면 상당한 액수의 투자가 이루어져야하는데 보통20-3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해야 E-2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E-2케이스가 거절되었을 때는 면제 승인을 받아야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큰 이익을 준다는 것을 증명해야 면

제를 승인받을 수 있는데 투자금액이 더 많아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면제 받는 것이 어렵다면 아내분께서는 E-2 비자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대신 귀하께서 E-2 종

업원 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의 투자가 귀하의 투자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여 E

-2투자자로서 E-2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대사관에서 그것을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E-

2종업원 비자를 받으려면 E-2종업원이 E-2사업체의 소유자와 국적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E-2종

업원이 사업체 운영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귀하께서는 E-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E-

1무역비자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무역량이 많아야 하며 무역량의 50% 이상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역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1비자는

투자금과는 무관합니다. 당연히 사업체에 투자가 많이 되면 무역량 또한 많아질 수 있지만 항상 그

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회사의 특성상 투자금은 적지만 무역량은 많은 것 같다는 판단하에 E-2 종업원 비

자 보다 E-1 무역 비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문의: (213)291-9980

 

배우자 면허증 발급 질문

시민권 인터뷰 후 dui

You tube 싸이트에 대해....

이민개혁안 가능성..

일본에서 태어난

오바마법안

렌터카 사고시 동승자에 대한 보상

미국 의료비

개인/비지니스 융자(크레딧 6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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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부터 빼겠다고? 척추 먼저 단련했더니…

더럽거나 오래된 가죽, 새것처럼 확 변해…

6월달 새차/중고차/리스 대박세일 이벤트

2순위 취소하고 3순위 진행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는 조언 유감

주말엔 집에서 아귀찜 한번 해볼까?

행정조치 유예가 저에게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

과거의 불륜관계, 시민권 신청하면 거절된다고

취업이민 2순위 문호가 갑자기 7월부터 막힌다

마약소지범죄기록, 시민권 신청에 문제되나? [

취업비자 H-1B와 종교비자 R-1 [ASK미국-이

Tweet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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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신입사원 모집- 몽고메리, 알라바마

웨이트리스 구합니다

LA 치과 직원 구합니다.

택시기사모집(Orange County 지역)

Staff Accountants

연봉 3만이상 assistant manager

헨델의 고향 할레를

찾아갔다

고대의 거목들이 사

는 빅트리 파크

북한의 이모저모.....

팜스프링스 트렘웨이

부추고기만두

체질별 맞춤 물, 바밤냉면 레시피

그리피스 팤에서 찍힌 UFO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니 이거 진짜 그런거야? 아니면 꼼수야??

한국의 대표 지형!!!

야생화 무더기에 나비들이 방황할 때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열대우림의 신비, 아

•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 감정표현:          
 이범수 아내, 'SNL' 객석 포착..빛나는 미모

 중국영화제 오늘(16일) 개막..韓中스타 한자리

 일본, '유럽파 9명' 내고도 브라질에 0-3 완패… 왜?

 유재석·정준하 출연료 비교.."24시간 풀 노동해야"

 [컨페드컵 개막] 일본, 브라질 상대 '유럽파 9명' 선발

 킴 카다시안, 엄마 됐다..예정일보다 빨리 딸 출산

 브라질, '컨페드컵 개막전'서 일본 3-0 완파.. 네이

 [영상] 네이마르, 컨페드컵 일본전 '환상 발리슛' 

 佛르몽드 "'동성결혼' 김조광수, 반향 일으킬 것"

 구지성, 엄기준·이종수와 커플 셀카..살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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