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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이벤트/쿠폰할인 자동차 중고물품 구인 행사/모임안내 공무원 채용정보 렌트ㆍ리스 통합검색

E2,E1,L1비자의 실제 성공사례 미국 투자비...

피부를 살리고 성인병 이기는 놀라운 식품을 ...

세계적인 관광지 올랜도 플로리다 콘도호텔...

미국비자/영주권취득의 일등 변호사 E-2/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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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Q&A] J-1 비자의 2년 해외체류조건[LA중앙일보] 

이동찬/변호사

기사입력: 06.14.10 21:04

△문= 저는 J-1 비자를 받고 2009년 5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라디오 방송 관련 연수사원으로 약 

1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H-1B 또는 E-2로 신분을 변경하고 싶지만 저의 비

자에 2년 해외체류조건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비자와는 달리 DS-2019

에는 2년 해외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고 해외

에서 H-1B비자나 E-2 비자를 받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J-1 비자는 교환방문비자입니다. J-1 비자를 받는 경우 2년 해외체류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2년 해외체류조건은 의대 교육 및 트레이닝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거

나 조국에서 부족한 기술을 소유한 교환방문자들에게 적용됩니다.  

 

J-1의 2년 해외체류 조건의 해당여부는 보통 J-1 비자 또는 DS-2019에 기록되어있습니다. 그

러나 대사관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기술목록을 확

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국무부의 기술목록에 귀하의 기술분야가 있다면 귀하의 기술

은 조국에서 부족한 기술이고 2년 해외체류조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년 해외체류 조건이 적용된다면 J-1 면제(Waiver) 없이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없고 

한국에서도 그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J-1 면제를 받기 전까지는 H-1 비자 L-1 비자 또는 이민

비자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신분변경을 하시려면 J-1 면제를 먼저 받으셔야합니다. J-1 면제는 국무부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요즘 4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DS-2019에는 2년 해외체류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지만 그것은 대

사관의 실수입니다.  

 

국무부의 2009년 기술목록에는 라디오 방송 분야가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그전에 발표되었던 1

997년 기술목록에는 라디오방송 분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9년 기술목록은 6월 28일부터 적용되고 귀하께서는 5월에 입국하셨으니 1997년도 기술목

록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J-1 신분에는 2년 해외체류조건이 있고 귀하께서는 J-1 면

제를 먼저 받으셔야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적인 문제로 미국 내에서 먼저 J-1 면제를 받고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면 해외

에서 J-1 면제 없이 E-2 비자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E-2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루빨리 J-1 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J-1 면제를 받는다면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의: (213)291-9980 

 

 

[뉴햄프셔]화이트 마운틴 NH

북부 뉴잉글랜드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과 스포츠의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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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장터 묻고 답하기 한인업소록

초고속 해외송금, 한국송금도 웨스턴유니온!

당신의 억울한 일, gobal911이 해결해 드립니다!

 [월드컵] 北선수 4명 결장설은 오기로 인한 해프닝

 [월드컵] 차범근의 ‘남아공 편지’ 중앙일보 독점 게재

 "세계 운명은 2014년에 결정된다"

 불 타오르는 두 남녀, '무슨 일이?'

 "아이패드 인기 곧 급락할 것"

 남아공男, 월드컵보려다 가족들 구타로 사망

 이토록 잔혹하다니! 남성들의 가학性

 [월드컵] ‘킬러 이동국’ 골문 열고 …

 [월드컵] 나이지리아 "박지성만 없으면..."

 아버지와 대화 많으면 행복감 높아

스페인 패배, 남아공은 탈락위기... 월드컵 ...

LA다운타운에 북한 인공기가 펄럭??

마약운반책이 한국 대기업 상속녀?

LA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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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아르헨 두리 기용 논란에 곤혹' 

불 타오르는 두 남녀, '무슨 일이?' 

건강세미나, 뱃살 빼시겠습니까? 

한국 직장과 영주권 어떤 선택 해야할까요?

 

"아이패드 인기 곧 급락할 것 알고보니…" 

월드컵 TV채널 고집하다…가족들에 구타 사망 

애완견 천만불, 아들은 백만불 남긴 억만장자  

한국 자살골, 당신의 생각은…?

•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 감정표현:           

응원 춤, 몸을 흔들어!

 

'제대로 각 잡혔네'

 

'아르헨엔 안경미녀'

 

한태인 2차 화보 공개

 

최고급 한국속옷!

사우스LA에서 밴 뒷좌석 타고 가던 5세 여...

미국생활에 대한 궁금증 속시원하게 해

결해 드립니다. (로그인 필수)

photon therapy (혈액 광양자 요법)

신분변경 시 학교 성적

치과 인플란타 가격및 치과 추천

가정폭력기록 영주권 받을수있나요?

F2 인데 한국에 갔다가 재입국 가능할까요?

영철이네 샌드위치 비법이 궁금하다

면…? 

월드컵 응원 간식 미리 준비해봐요!

 전자렌지 300배 활용법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을 증오하겠읍니다!! 

 아버지..아버지..그리운 아버지..-치자향 그윽...

 나  비   효 과 

 10대 자녀를 위한 베스트 카 

 어느 할아버지의 간증 

 보수와 진보 

 내가 틀렸다 

 신약의 헌금과 십일조의 가르침 

 아찔하게 더운 여름..엣지있고 쿨한 패션 

비정상 (암)세포 태워버리자!

크레딧카드, 융자 이자 연체료 없애고 원금...

손님많은가게에서 예쁜 아가씨를 구합니다

융자 회사

TESOL(테솔) Free Information Events

Upay Card 사업소개 - $$$

CPA 사무실 직원 채용

LOS ANGELES 옐로우페이지 광고상품안내  |   업체무료등록/수정 안내  |   업체정보 삭제요청

 

이민법 전문 

임상우 변호사  

자동차/ 상해법 

브래드 리  

변호사 그룹

 

스테이트 팜 

김동진 

가든 그로브

 

스테이트 팜 

줄리엣 리 

채스워스

 

모리아여행사 

록키마운틴 

$160

 

스테이트 팜 

알렉산더 정 

가든그로브

 

스테이트 팜 

마이크 김 

라팔마

회사소개 | 인재채용 | 기사제보 | 고객센터 | 광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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