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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취재] 거세지는 명품 짝퉁
아케디아 주택침입 가족묶고 강도짓

올해 H-1B 취업비자는 이민국에서 4월에 서류접수를시작하자마자 H-1B 비자의할당수보다 많은 수의 H-1B비자

중산층 주립대 학비 확 깎아준다

서류가 접수됨으로 일찍마감되었다.

가주 고액세금 체납 한인 15명
한인남매 ‘전국 탑’

이민국은 추첨을통해서 당첨이 된 신청자의H-1B 비자 서류만 이민국에서 심사를 한다고 4월 5일에발표했다.이
민국은 2008년 이전에 시행했던 추첨 제도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2012년에는 6월에,2011년에는 11월에, 2010년
에는 2011년 1월에 H-1B 비자가소진되었었는데 올해에는 4월첫째 주에 H-1B 비자가 소진되었다. 올해 H-1B 비
자가 접수가 되기 전부터 일찍 소진이될 것이라는 정부 측의 전망이있었었다.

H-1B 비자가 일찍 마감이되었으므로 H-1B 비자 신청서를 시간에 맞춰 접수 못하였거나 추첨에 떨어진 비자신청
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J-1 비자, E-2 종업원 비자, L-1주재원 비자, O-1 대단한 능
력소유자 비자, 또는 취업이민등을 선택한다.

라디오 서울 뉴스

우래옥, 판매세 56만 달러 체납

J-1 비자는 문화교류 비자이다. J-1 비자를 통해 외국인은인턴사원 또는 수습직원으로스폰서회사에서 취업을 할

20대 남성 UCI서 칼에 찔려

수있다. 인턴사원은 J-1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1년 동안 일을할 수 있고 수습직원은 총 1년반을 미국에서 일을

국민생활체육 미주 배드민턴, 테니

할 수 있다. 그리고 J-1 비자는 H-1B 비자와는 달리 기준임금이 없다.

전기회사 사칭, 사기 행각 주의
중앙선 침범 충돌사고 3명 사망
라디오서울 주말연예

H-1B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일단 J-1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을 배우며 J-1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H-1B를 다

오바마 케어, 가주는 얼마나 드나

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J-1 비자를 받으면 2년 해외체류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나
중에 H-1B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J-1 기간이 끝나자마자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J-1 비자가 불가능하다면E-2 종업원 비자도 고려할 수있다. 그러나 E-2 종업원 비자는 회사가 E-2 사업체가 아
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로미국에 있는 스폰서 업체들이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으로사업을 확장하여 지사
가 있는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스폰서 회사가 E-2 사업체일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통 E-2 비자는 신청자가 미국에 반드시 투자를해야 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많이 하는데 E-2 종업원 비
자는 신청자가 E-2 사업체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간부또는 꼭 필요한 기술자로써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그리고 E-2 종업원 비자는 H-1B비자처럼 기준임금의 제한을받지 않기 때문에 스폰서 회사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스폰서 회사가 E-2 사업체가 아니라면 L-1 주재원비자 또한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반드시 외국에 계열사
가있어야 하고 지난 3년 동안 1년을 신청자가 외국 계열회사에서 일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L-1A 간부로 비자를
받는경우 직원숫자가 아주 중요하다. 적어도 6-8명 정도의 하급직원이 미국회사에 있어야 회사 간부로 L-1A 주
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다.O-1 비자는 대단한 능력 소유자에게 주어진다. 만약 외국인이 아주 특별한 기술 또는
재능이 있다면 O-1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

O-1 비자의 자격을 증명하려면 국제적인 상을 받은 기록,전문잡지 또는 매체에서 비자신청자를 소개한 글, 다른
사람의 실적을 심사한 기록, 다른 전문가들 보다 많은 임금을받은 기록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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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된 단기 취업비자를 받을 방법이 없다면 취업이민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취업이민
을 하려면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전문분야의 5년 경력이 필요하다. 취업이민2순위로 이민을 신
청하게 되면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H-1B 비자를 4월에 신청했을 때 10월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취업이민도 시간적으로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취업비자를 받는 것 대신 영주권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설명했듯이H-1B 대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국인은 미국에서 취업을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가와 상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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