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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얼마 전까지 E-2 고용인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가족
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모님이 한
국에서 위독하셔서 4개월 전 혼자 미국을 출국하였고 지금은 재
입국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가 E-2 사업체 매니저로 있었는
데 직원수가 적어 주한미영사관에서는 E-2 고용인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 30만 달러 정도 투자해
E-2 비자를 받거나 무비자로 들어 오는 것이 가능한 지 알고 싶
습니다.
▶답= 보통 E-2 투자비자는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받을 수 있지만 E-2 고용인 비자는 미국사업
체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E-2 사업체의 고용인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E-2 고용인이 사업체의 간부라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체의 직원수가 너무 적거나
직원수에 비해 E-2 간부가 너무 많다면 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직원수가 결정
적인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서류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2 고용인 비자를 받기 힘든 경우 미국에 30만 달러 정도 투자해서 E-2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미국에 가족이 불확실한 신분으로 있다고
E-2 투자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비자나 방문비자와는 달리 E-2비자는 영사관에
서 미국 거주의도에 대해 느슨하게 검토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E-2 투자 비자로 입국하신 후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만기가 되지 않
은 I-94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E-2 투자가의 수혜자로 다시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께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신다면 신분변경을 할 수 없고 가족들 또한 신분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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