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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변호사가 제공하는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 저는 E-2 고용인 관리자로 미국에서 6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갑자기 저의 직분이 관리직이 아니라고 신분 연장을 거절하여 저의 체류신분이 없어지게 되었
습니다. 거절된 사유서에는 자세히 적혀있지는 않지만 회사 직원의 수가 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
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그 사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답= E-2 고용인 비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E-2 사업체의 간부나 관리자입
니다. E-2 비자를 받으려면 간부나 관리자는 궁극적인 통제와 책임을 가지고 사업체의 전체 혹
은 주요부분을 경영해야합니다. 대사관 또는 이민국은 고용인이 간부나 관리자인지를 판단할
때 직위 직책 권한범위 임금 경력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합니다.

[뉴햄프셔]화이트 마운틴

[고급 상점 및 백화점]갤러리아 댈러스

TX

[세계적인 꿈의 동산]디즈니랜드

CA

[테코파 미네랄 온천장]인요카운티

CA

[다운타운 최대의 쇼핑상가]16가 쇼핑몰

CA

[하얀 나선형의 미술관]구겐하임 미술관

NY

TALK!

귀하는 E-2 사업체의 관리자로 신분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민국은 당연히 귀하의 직위 임금
직책 직원의 수 등을 모두 고려했어야합니다. 이민국에서 오직 직원의 수 만을 고려하여 귀하의
직분이 관리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만약 이민국의 심사가 잘
못 되었을 경우 귀하는 이민국에 재심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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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및 각종 보험 부담없는 무료상담!
알뜰살뜰 중고품과 다양한 행사가 있는 한인장터

그러나 재심은 벌써 심사를 하고 케이스를 거절했던 이민국 직원이 하기 때문에 또다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민국에서 뚜렷하게 잘못 결정한 케이스도 말도 안 되는 이유
로 재심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재심이 거절된다면 연방지구법원에서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합니다. 판사에게
왜 귀하의 직분이 E-2 사업체의 관리자인지 설명하면 케이스의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드컵] 北선수 4명 결장설은 오기로 인한 해프닝

예를 들자면 사업체의 구조를 바꾸고 투자를 함으로써 귀하께서 E-2 사업체의 50% 이상을 소
유한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입국하셔야합니다. 그리고 H-1B 신청 또한 고려할 만 합니다. H-1B 비자는 단기
취업비자이고 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에 동등한 경력을 요구합니다. E-2 관리자로는 신분연장
이 거절 됐지만 법적 요구조건이 다르므로 H-1B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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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E-2 투자비자 또는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신다면 그전에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으
면 3년 동안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고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 넘으면 10년 동안 입국하실 수 없
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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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페이지 : 이동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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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변호사 이민 칼럼] 경범죄 기록 시민권신청 불리한가

[이동찬 변호사 이민 칼럼] 밀입국 친구의 아이 입양하려는데

[이동찬 변호사 이민 칼럼] 스폰서 회사가 적자인데

[이동찬 변호사 이민 칼럼] 종업원 아들 E-2 신분 유지하려면

[이동찬 변호사 이민 칼럼] 이혼 후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

[이동찬 변호사 이민 칼럼] 비자 거부당한 배우자 초청하려면

[이동찬 변호사 이민 칼럼] 범죄로 인한 추방을 피하려면

[이동찬 변호사 이민 칼럼] 30만달러로 E-2 받을 수 있나

[이동찬 변호사 이민 칼럼] J-1 비자 상태서 투자이민 가능한가

[이동찬 변호사 이민 칼럼] 불법으로 180일 넘게 취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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