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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H-1B와 종교비자 R-1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
사][LA중앙일보] 

이동찬 변호사
기사입력: 04.30.12 16:31

 

▶문= 저는 종교음악 전공으로 한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

에서 지휘자로 취업비자를 스폰 해준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신학교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석사공부를 하고 있으며 6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답= 귀하는 H-1B 취업비자 또는 R-1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H-1B

를 신청하면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학생신분은 자동연장 됩니다. 그리고 R-1 비

자는 승인되면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1 비자로 진행할 때 한 번도 이전에 이

민국에서 교회로 시찰을 나오지 않았다면 H-1B 보다 심사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시찰이 이전에 나왔을 경우 이민국에 1225달러를 추가로 지불하시면 15일 만에 R-1 신청의 승

인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H-1B는 기준임금의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LA지역 지휘자(Music Director)의 최하 일 

년 기준임금은 대략 4만3000달러 입니다. 교회에서 기준임금 부담을 어려워한다면 비정규직으

로 일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R-1 비자는 기준임금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만 신청자와 그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최

저임금은 받아야 하며 최저임금은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빈곤 가이드라인을 보고 저희 사무실에

서 판단하는데 1년에 2만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R-1 비자를 신청하려면 지난 2년동안 스폰서 교회와 같은 교단에 소속된 멤버였어야 하며 종교

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휘를 하면서 성가대원들에게 종교를 가르치고 종교적인 느낌과 감동이 

음악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등 지휘자로서 종교적인 직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이민국

에 잘 설득해야 합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지휘자 직이 종교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케이스

는 거절됩니다.  

 

반면 H-1B 비자는 교회 지휘자 직무가 학사학위를 요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H-1B 비

자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이기에 직종이 최소 학사학위가 필요한 전문직 직종인

지 아닌지에 관하여 이민국은 까다롭게 판단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귀하는 H-1B 또는 R-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스폰서의 규모 신청자의 

자격 직무 등이 케이스가 승인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문의: (213) 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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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후끈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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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남자의 비밀을 밝...

간이 안 좋으면....

당뇨병 치료의 10계명

꾸준한 관리가 필수인 당뇨벙은 철
저한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

국민반찬, 왕 계란말이 한접시~

봄청소, 키보드도 말끔히 청소해볼까

허리 아프세요? 요기를 꼭~ 눌러보세요

북한어

불체5년인데 아들초청알려주세요

솟세일 마지막 마무리에서

워싱턴주 주정부 채권

왼쪽어깨날개뼈옆 통증및 왼팔저림..

불체자녀의 영주권

영주권 취득후 SSN 에 관해..

F1 비자에서 E2 employee 비자로 전환

Store를 Free로 하실분 !!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신다구요?

 한인운영 젓가락공장 폐쇄

 '주택가격 지수 창안' 쉴러 예일대 교수 전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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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 감정표현:           

 '서울대 약대 女동기중 꼴찌' 지금은 미국서…

 [Wide Shot] 30만 명 쓸 물 하루면 뚝딱 … 사우디...

 타이항공 LA-인천 오늘 취항

 자동차가 바다에 떠가는 듯, 미국의 드라이브 코스...

 10대 2명, 카톡서 대학생과…살인 부른 '현피'

 총기난사 고수남씨 무죄주장…인정신문 열려

 "한국인 13%, 올해 지구종말 온다고 생각"

 애플 "법원 기기의 삼성로고 지워달라" 요구

$$ 자영업자 현금 대출 $$

판매사업자 구합니다.

쥬얼리 수입회사 직원 모집 합니다

스시쉐프 (스시맨) 구인

휴스턴의 명소 "약속" 숙식제공, 비행기표 ...

The Hair Shop, Inc. / Floor sales. Phone …

성실한 기사 모집 TCP 환영

세계에서 가장 아름

다운 광장

뉴욕 할렘이 변하고 

있다

김 혜수의 섹시한 포즈

기독교는 왜 斜陽(사양)길에 섰는가

고기 끊고 1주일…채식주의 실천해보니

박 정희 대통령의 여성 편력

- 산다는 것은 -

극적인 삶을 살았던 클레오파트라 

- 이것이 인생 이겠지요 -

"당신은 능력의 손을 가졌다"

마음의 냄새를 아십니까?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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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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