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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가정법 회사 설립 후 사용할 수 있는 취업비자

한인들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한 후 많이 받는 비자는 L-1 주재원비자, E-2 투자비자, E-1 무

역비자이다. L-1 주재원비자는 외국회사 간부 또는기술자들에게 주어지고 E-2투자비자와

E-1 비자는 회사투자자(소유인)나 미국에 있는 회사의 운영에 꼭 필요한 회사간부 또는 기

술자에게 주어진다. 이들 비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요구사항은 다르다. 이를 잘 알지

못해 비자 선택을 잘못하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먼저 L-1 비자를 받으려면 해외에서 지난 3년 중 1년을 외국에 있는 계열사에서 간부나 특

수기술자로 취업했어야 한다. 그러나 L-1비자와는 달리 E-2 투자비자와 E-1 무역비자를 신

청하는 경우 외국에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가 없어도 무관하다. 특히 회사 투자자(소

유자)로 E-2 또는 E-1 비자를 신청한다면 한국에서의 경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다만 E-

2 투자비자와 E-1 무역비자를 회사에 필요한 간부 또는 기술자로 신청한다면 해당분야에

신청자의 전문성이 있는지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인이 E-2 또는E-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미국회사의 50% 이상을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인 또는 한국회사가 소유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반면 L-1 비자는 투자자

의 국적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가 미국회사와 외국회사를 모두 소유

하고 있어도 L-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외국

에 있는 모회사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50% 이상 소유하거나 반대로 미국에 있는 모회사

가외국에 있는 자회사를 50%이상 소유한 경우 L-1 비자는 가능하다.

L-1 주재원 비자는 투자비자가 아니므로 투자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다. 단지투자가 많이 이

루어지면 고용인 수가 많아질 수 있는데 고용인의 수는 L-1 비자를 받는데 중요하다. 특히

회사의 간부로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처음에는 고용인이 많이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연장할 때 고용인이 6명 미만이라면 주재원 비자는 거절될 수 있다

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민국에서 회사의 규모가 작아 외국인을 회사간부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비자는 거절된다. L-1 주재원 비자의 회사간부는 회사경영에 많은 재량이 있어 회사의 목표

와 방침을 정하고 회사의 경영을 지도하거나 회사의 주요 사업을 상급수준에서 자기의 판

단과 재량으로 관리 또는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회사간부가 주로 하급수준에서

직접물품이나 용역을 창출한다면 그는회사 간부가 아니다.

L-1 주재원 비자와는 달리 E-2 투자 비자를 받으려면 상당한 액수의 투자가 이루어져야한

다. 그러나 상당한 액수의 투자는 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체마다 다르지만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받으려면 적어도 30만달러

정도의 투자가 좋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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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 의향서 단백뇨와 혈뇨

완치율 높은 고환암 대학별 재정보조제의서 비교검토 활용법

학부모가 계속 배워야 자녀가 성공한다 입학지원결과의 교훈

그리고 E-2 투자 비자를신청하는 경우 한계 투자,즉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 가 아니

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그러므로 사업체는 어느 정도의 수입성이 있어야하고 고용창출을

하는것이 좋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체라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미래의 수익성과 고용창

출을 증명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체라면 회사 세금보고서와 종업원 임금 보고서 등으로 수

익성과 고용창출을 증명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업체의 수익성이 낮거나 사업체가 적자로

운영되고 사람을 고용하지 못한다면 E-2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다.

L-1 비자와 E-2 비자와는달리 E-1 무역 비자는 고용인의 수와 투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상당한 무역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면 승인 받을 수 있다. 상당한

액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많은 회수로 무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을 증

명한다면 E-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E-1무역비자를 받으려면 한국과의 무역량이 총

무역량의50% 이상을 차지해야한다.

위와 같이 취업비자는 다양하고 각 비자의 요구사항과 특성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

야한다.

(213)291-9980 

<이동찬 이민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미국 이민 생활에서 크레딧 점수를 높

게 유지하는 것 보다 중요…

한인에 많은 대표적 암

들, 폐암 주범은 흡연…

weekly

제네시스, 이번엔 미국

서 BM W 5시리즈 제쳐

자동차

연예

핫이슈

카드 사용뒤 연체… 크레딧 점수
회복 1년 걸려

[식당] 팜스프링스 스시쉐프 구인합니다. [기타] 취업영주권 구인

[영업] US BANKCARD SERVICES,IN… [영업] 세일즈 풀타임(W2) - Heartland

[은행] Pacific City Bank [사무] 약국 테크니션 풀타임 구함

[사무] Import Production coord… [영업] Store Cashier

구인/구직 렌트/매매

커뮤니티

샌프란시스코, 100% 유급 6주 출산휴가 보장…... “트럼프 밀어내고 라이언 추대설”

위스콘신 경선 트럼프 ‘최대 고비’ 파키스탄 폭우 71명 사망

푸틴 비롯 전·현직 대통령·총리급 72명 연루 필라델피아 앰트랙 탈선

내셔널 기사

소화하기 쉬운 영양빵 만들기 강좌

로컬뉴스

거북이마라톤 건강 걷기대회...

포토뉴스

구원 커플 김지원

오피니언 1/3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뉴욕지역 재

외국민 투표율이 35%선에 그치며 역

대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뉴욕…

지사별 뉴스

뉴욕한인 표심 차가웠다

NY DC SF SEA HW

민경훈 논설위원

최저 임금의 경제학

‘경제공포감 심기’

남선우 변호사

테러리즘에 대한 오바마의 반응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166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165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161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4/979904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4/979903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4/979902
http://www.koreatimes.com/section/112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120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120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099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099
http://www.koreatimes.com/section/96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4/979933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4/979933
http://www.koreatimes.com/autos/
http://www.koreatimes.com/section/97
http://www.koreatimes.com/issue/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120
http://www.googleadservices.com/pagead/aclk?sa=L&ai=CQEUtt9QEV_r3C46oBcOgn6gC-7z50gf7rLWU0ALgmqafBRABIMn69iVgyd7ohsijkBmgAc2nj8EDyAECqAMByAPABKoElQFP0K1DfnC9B--Mn2Vkg4G9RXFSihd62xrmqPgVNkZzMnLmcGpOvrP61z4ATL8cMDph0a9j0Wgsyi-O0ChC7g8JvuxPBNmpknTepAUWAw5GBRPls2FEJ4x2Rmjydzf-jWCu0x6S61VekyXSdJG-chavfgH4Gx6cGcZ3u9snxKNrONM23DHPxaqQnMz5JHVFm_hHHWEZuYgGAaAGAoAHm9jwPqgHpr4b2AcB&num=1&cid=5GiGyeB-PlNZclbXatjxJmWT&sig=AOD64_1nShOYrSusZ9rjNcAkbjaoRd3pEg&client=ca-pub-8545411432202179&adurl=http://www.khov.com/find-new-homes/california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_job.php?board_no=3&no=664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_job.php?board_no=3&no=663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_job.php?board_no=3&no=662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_job.php?board_no=3&no=661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_job.php?board_no=3&no=660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_job.php?board_no=3&no=659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_job.php?board_no=3&no=658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board_Contents_job.php?board_no=3&no=657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index.php?board_no=1
http://community.koreatimes.com/board/index_job.php?board_no=3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202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142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141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139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138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4/979895
http://www.koreatimes.com/section/123/
http://www.koreatimes.com/section/123/
http://adclick.g.doubleclick.net/aclk?sa=L&ai=CEY-Ft9QEV_DLIob7BdL0vsAK4ZH44wex_sb9jQHAjbcBEAEgAGDJ3uiGyKOQGYIBF2NhLXB1Yi04NTQ1NDExNDMyMjAyMTc5yAEJqAMBqgSSAU_QSnaQTRjDJxyUb4sVnTtDfSlm52XP5Dzw95lU9R1ncqOX914ifWV8oQAZqp0di8_ED5_6ElPZqZoA3Klp9-mCNlWN4bud1Y0BNymHQGlP1eHF0TkiBUSycoPiLE5Vk1cDvrFAgyPKZdwkqmiMJemqnHGE1iaXhPMsC-NFU98RqKan7fgIvSderMeWvhry8-rjgAbDwoz7oOCsjvIBoAYhqAemvhvYBwA&num=1&sig=AOD64_2fjcZO2tEJdQ66feqsOL5bHeipOQ&client=ca-pub-8545411432202179&adurl=https%3A%2F%2Fclickserv.sitescout.com%2Fclk%2Fed177e78936d541d%2Fd70f291544931e44%2F8-39283093%2F1%2Fkoreatimes.com%2F%2F%7E_aid_%7E5704d4b7730dc2a201480008%2F%2FcidentQTYwMDkwNzNBQjJGNTY3NUZCQTk1QjM3RkIxREU3QTkvLy8vL2tv%2Fcbuster1449839822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091
http://www.koreatimes.com/section/92/124/
http://www.koreatimes.com/section/92/124/
https://www.youtube.com/watch?v=cHhRbNCz4lU
http://www.koreatimes.com/photonews/
http://www.koreatimes.com/photonews/
http://www.koreatimes.com/photonews/
http://www.koreatimes.com/opinion/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002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002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002
http://ny.koreatimes.com/
http://dc.koreatimes.com/
http://sf.koreatimes.com/
http://seattle.koreatimes.com/
http://hawaii.koreatimes.com/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062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062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060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061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05/980061


4/6/2016 미주 한국일보 : 회사 설립 후 사용할 수 있는 취업비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51224/960920 3/4

1Br+1Ba.$1,200(노펫) 3Br+2Ba 새 건물 (선밸리)

2Br+1Ba+2PK Office Lease (한타) 요바린다 방4,화2

윌 톤 집 2Br+2Ba+2PK/1층 방2+화1 $1,300/mo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쌍송커플’ 왔다”…송

중기·송혜교 홍콩 방문…
에 중화권 들썩

공민지, 투애니원 탈

퇴…YG ”올여름 3인…
로 컴백”

연예

수아레스 동점-역전골

“쾅! 쾅!”

오승환 1이닝 3K 완벽

투

스포츠

차기 OC 한인회장 선거 경
선

올해 오렌지카운티 차기 한인회

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진다.김

“축제 한인타운 활성화 기
대해요”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서 축제

가 열리는 장소인 OC 한인회관

소화하기 쉬운 영양빵 만들기 강좌
가든 문화교육센터 내 ‘암예방 요리교실’은 오는 7일

(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인들이 가장 소

화하기 쉽고 영양이 풍부한 빵을 만드…
올해 입시결과 통해 정보 얻어요
어바인 한인학부모회(IKPA·회장 문혜신)는 오는 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어바인침례교회(5101 Walnut

Ave. Irvine)에서 …
‘리빙스톤 CDC’돕기 자선음악회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있는 비영리 의료기관인 ‘리

빙스톤 CDC’(회장 박경일)는 이번 주말인 10일 오후

4시 풀러튼장로교회(511 S. Br…

“차세대 사역 위해 문화센
터 열었어요”

”최고의 음향과 조명시설, 각기

다른 규모의 극장이 있는 커뮤니

한·중·일 음원차트 ‘올 킬’
들어보면 ‘심쿵해’

”자꾸만 심쿵해~ 널 보면 볼수

록 가슴이 쿵쿵대 나도 모르겠어

지암 스님 초청 특강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박형만)가 5

일 오후 12시30분 노인센터(965 S, Normandie Ave.)

2층 강당에서 지암…
‘주류에 한국문화 알리기’ 학술대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총회장 최미영)는 오는 7

월14~16일 콜로라도 덴버에서 제34회 재미한국학교

“서울대 낙방 하버드·예일 붙었어요”
서울대 의과대학 수시전형에 탈락한 한국 여고생이

아이비리그를 포함, 11개 대학에 동시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용인외대 부설 고등…

사람·사람들

[건강칼럼]

완치율 높은 고환암
20세의 젊은 남자 환자가 갑자기 좌측 고환에

혹이 만져진다며 주치의를 찾았다. 진찰 결과

[건강칼럼]

단백뇨와 혈뇨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신장은 우리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

[건강칼럼]

사전의료 의향서
사전의료 의향서(Advance directive)는 회복

불능 상태에 놓일 경우 본인이 받을 치료의

[교육칼럼]

대학별 재정보조제의서 비교검토...
요즈음 대학들의 합격발표로 인해 희비가 엇

갈리는 가운데 합격한 대학들은 재정보조 제

전문가 칼럼

안내광고

PGA Tour

열린마당 최신순 인기순

김현수가 욕먹는 이유...[0]

추가회원 모집[0]

한 세상 산다는 거 (제3편)[1]

한 세상 산다는 거 (제2편)[2]

박 서방의 세상이야기(김대업(1961년) 실화=펌...

Zen, know who you are![4]

늙었다고 무조건 치매라 한다[0]

이벤트/공지사항

취재 견습·경력 기자 모집

한국일보 판매국 파트 타임 사원 모집

한국일보 판촉 사원 모집

한국일보 Koreatimes.com 홈페이지 개편

앱 다운받고 상품 받으세요!

자동차 섹션 개편

디즈니왕국 후계 ‘미궁’속으로 “야유 들은 김현수, 만감 교차
했을 것”

“‘쌍송커플’ 왔다”…송중기·송혜
교 홍콩 방문에 중화권 들썩

웰스파고 ‘망막 스캔’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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