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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와 취업장소 변경

이동찬 / 이민 변호사

입력일자: 2015-05-28 (목)  

최근 이민항소 행정사무소(AAO)는 ‘Simeio Solutions’ 케이스

에서 연방이민국의 판결을 지지하고 승인되었던 H-1B 청원

서를 취소했다.

이민국은 H-1B 직원의 취업 장소가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것

은 중요한 변화이므로 H-1B 변경 청원서를 다시 제출해야한

다고 주장했다.

AAO 또한 취업 장소의 지역적인 변화로 고용주가 새로운 노

동신청서(LCA)를 제출해야 한다면 고용상황의 중요한 변화이

고, 그런 경우 H-1B 변경 청원서 또는 새로운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의 판례 케이스는 2003년 이민국 Hernandez 지침서를 무

효화했다. Hernandez지침서에는 H-1B 직원이 LCA만 승인

받으면 새로운 취업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고 H-1B 변경 청

원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는 H-1B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LCA만 승인 받고 취업 장소를 바꾼 경우 이전에 승인된 H-1B

청원서를 취소하는 것을 이민국에 권고했었다.

이제는 대사관에서 권고했던 것이 판례법이 되어버렸다.

H-1B 변경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청원서가 거절될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있다.

이전에 똑같은 형태의 H-1B 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이민국에서 다시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고용주의

손님 회사에서 H-1B직원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이민국의 심사는 까다롭다. 취업장소가 바뀌더라도 LCA와 H-

1B 변경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만약 본 취업장소와 새로운 취업장소가 같은 지역에 있다면 새로운 LCA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H-1B 변경청원

서 또한 이민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단지 고용주는 전에 승인받았던 LCA를 새로운 취업장소에 붙여 놓으면 H-1B 직원이 새로운 취업장소에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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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새 취업장소가 같은 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H-1B 변경 청원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만약 1년에 30일,

또는 60일 미만 동안만 H-1B 직원이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한다면 LCA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오리지널 취업 장소에서 H-1B 직원이 근거지를 둔 경우에는 60일이 허용되고 아닌 경우에는 30일만 허용된다.

오리지널 취업 장소에 H-1B 직원의 근거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H-1B 직원의 일하는 공간이 오리지널

취업 장소에 있어야 하고 1년 동안 상당한 시간을 오리지널 취업 장소에서 보내야하고 H-1B 직원은 오리지널

취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H-1B직원에게 오리지널 취업 장소의 기준임금 이상과 숙박비, 음식 값을 포함한 여행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H-1B 직원의 새로운 취업 장소가 법에서 규정하는 취업 장소가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LCA 또는 H-1B변경 청원서를 새롭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보편적으로 H-1B 직원의 직무가 성격상 이동해 다녀야 하는 직무이고 새로운 장소에서 연속으로 5일을 넘기지

않거나 오리지널 취업 장소에서 상당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새로운 장소에서 연속으로 10

일을 넘기지 않는다면 그 장소는 법에서 규정하는 취업 장소가 아니다.

예를 들어 취업장소가 아닌 경우는 management conference,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 Computer

Engineer가 손님 회사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고치는 경우, Auditor가 고객회사에서 고객자료를 검토하고 조언을

하는 경우, 관리직원이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는 직원의 실적을 monitor하는 경우, 클리이언트와 식당에서 식사

를 하는 경우 등등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213)291-9980

안내광고글

javascript:onOff_sec(6);
http://www.koreatimes.com/article/924750
http://www.koreatimes.com/article/924749
http://www.koreatimes.com/article/924748
http://www.koreatimes.com/article/924755
http://www.koreatimes.com/lib/banner_action.php?banner_url=http://www.koreatimes.com/section/autos&banner_id=M2&banner_ad_id=20150416
javascript:onOff_ads(7);
javascript:onOff_sec(2);
http://www.koreatimes.com/article/924754
javascript:onOff_ads(6);
javascript:onOff_ads(2);
http://www.koreatimes.com/article/924752
javascript:onOff_ads(5);
http://www.koreatimes.com/article/924753
javascript:onOff_sec(5);
javascript:onOff_sec(4);
javascript:onOff_ads(1);
javascript:onOff_sec(1);
javascript:onOff_ads(4);
javascript:onOff_ads(3);
javascript:onOff_sec(3);
http://www.koreatimes.com/article/924751
javascript:onOff_sec(7);


6/18/2015 [미주한국일보] H1B 비자와 취업장소 변경

http://www.koreatimes.com/article/921031 3/3

Korean Air is seeking

신세계 이민.법률

그랜드 오프닝 토탈 뷰티 살롱에서 직원구함.

Wilshire Bank

천하보험

BURLINGTON FAMILY APARTME

결혼+영주권수속$700/이혼수속$250

자동차로 당일 즉시 대출

Los Angeles ORT College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융자

결혼+영주권수속 $700

부동산학교

RETAIL SPACE in LINCOLN H

금 삽니다

한국(W)---($)미국

 웹사이트 제작 전문업체

 Law Firm Web Design

 과거 신문보기도 가능해요 E-Newspaper

 더욱 똑똑해진 한국일보 전자신문으로 뉴스를 한눈에...

 읽을거리가 풍부한 WeeklyH를 온라인으로

 E-paper 푸드 매거진으로 저녁 식단 결정하는 주부들이 늘어...

회사안내 | 구독신청 | 독자의견 | 배달사고접수

4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el.(323)692-2000, Fax.(323)692-2020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000&no=14&action=read&did=0618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000&no=2&action=read&did=0618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000&no=4&action=read&did=0618
http://www.lawpromo.com/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000&no=3&action=read&did=0618
http://yp.koreatimes.com/
http://epaper.koreatimes.com/food/ecatalog.php?Dir=2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000&no=7&action=read&did=0618
http://www.koreatimes.com/info/public/
http://www.koreatimes.com/member/k_subscription_join.php
http://epaper.koreatimes.com/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000&no=9&action=read&did=0618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000&no=13&action=read&did=0618
http://www.weeklyh.com/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000&no=11&action=read&did=0618
http://www.koreatimes.com/info/hkib/hankookilbo/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000&no=1&action=read&did=0618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000&no=8&action=read&did=0618
http://www.koreatimes.com/info/mediakit/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000&no=5&action=read&did=0618
http://www.koreatimes.com/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000&no=6&action=read&did=0618
http://epaper.koreatimes.com/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000&no=12&action=read&did=0618
http://ticket.koreatimes.com/class/
http://www.koreatimes.com/member/k_accident_join.php
http://epaper.koreatimes.com/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000&no=15&action=read&did=0618
http://ads.koreatimes.com/sub.html?branch=LA&msection=&section=1000&no=10&action=read&did=0618
http://www.koreatimes.com/member/k_subscription_join.php
http://www.eznets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