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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2/EB-3 가이드



미국 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은 말 그대로 미국내에 취업을 전제로 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학력, 경력 조건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EB-1과 NIW를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 EB-2와 EB-3의 진행을 위하여 신청인은 반드시 사전에 고용주를 확보, 스폰을 받아 진행을 해야합니다.

미국 취업이민  종류

종류 분류 고용주
영주권 후원

노동청
승인 이민국

EB-1

A : 과학,예술,체육,교육,사업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소유자
B :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C :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

필요없음

필요

필요

생략 I-140

EB-2 NIW :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학력자

고학력 취업이민 : 석사 이상 또는 학사 + 전공 경력 5년

필요없음

필요

생략

필요
I-140

EB-3
전문직 : 학사학위
숙련직 : 최소 2년 이상의 경력, 관련 자격증
비숙련직 : 학력, 경력, 성별, 나이 무관

필요 필요 I-140

EB-4 종교 이민 필요 필요 I-140

EB-5 투자 이민 필요없음 필요없음 I-526

대한민국에서
접수할 시

NVC 비자 신청

미국 내에서
접수할 시

I-485 신분 변경

NVC 비자 신청/
I-485 신분변경 인터뷰

대한민국에서
접수할 시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

미국 내에서
접수할 시

미국미국 이민국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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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to American Dream
첫 발을 내딛은 당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지난 22년간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 체류하는 “American Dream”을 희망하는 신청자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고용주들을 서로 연결하여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미국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본인의 신분상 제약으로 인하여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분

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국내에 체류하는 분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에 해답이 있습니다.
당신의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가 약속합니다.

Green Card란 무엇인가요?

미국의 그린카드는 영주권을 말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당신은 영구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할
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American Dream”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린카드는 “선거권”이외에 모든 혜택은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합니다동일합니다.

최소 10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10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5년 거주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직무에 적합한 구직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는 당신의
- “American Dream”이 실현될 수 있도록...
- 성공적인 미국 이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최고의 노력과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심혈을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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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와 5년 이상의 전문 경력
※전문 경력은 전공 분야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미국 내 고용주의 후원

※ 신청인의 전공 및  경력은 고용주의 사업과
충분한 연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
흔히 ‘고학력자 이민’이라 알려진 EB-2 프로그램은
연간 40,000개의 영주권 쿼터가 배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의 충족을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

고학력 전문직
신청인은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이사의 학위와 함께
관련된 5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가지고 있어야하며 이러한
높은 학력과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건축사, 엔지니어, 변호사, 의사, 외과의사, 교육자 및 이외에도

해당 직업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고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과학, 예술 및 사업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가진 자
신청인은 위와 같은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실을
아래의 6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종합대학, 학교 또는 특출난 능력과 관련된 교육
   기관에서 받은 학위, 졸업장, 증명서나 이와 상등한 증서
·· 10년 이상의 근로를 증명하는 고용주가 작성한 레터
· 특정 직업을 갖추고 실습할 수있는 면허나 자격 증명서
· 자신의 특출난 능력에 근거한 연봉이나 보수를 받은 증거
· 전공 분야 전문인 협회 회원 자격
· 산업이나 종사 분야에서의 업적, 기여를 했다는 동료, 정부기관,
    또는 전문적, 사업적 단체로부터 인정받은 증거  

EB-2
미국 취업이민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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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 프로그램은 비교적 간단한 신청조건을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그 진입 장벽이 낮은 취업이민 프로그램으로
그만큼이나 신청인의 수가 많아 수속기간이 매우 유동적인
프로그램입니다.

EB-3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은
미국미국 내에서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지못해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인력을 공급받고, 고용주 후원을 통해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간 42,900개의 영주권 쿼터가 배정된 EB-3 프로그램은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 조건에 따라 우측의 3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며 모든 카테고리는 노동청의 노동 허가.
고용주의 후원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EB-3 Proffesional : 전문직 취업이민
신청인은 4년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B-3 Skilled : 숙련직 취업이민
신청인은 2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B-3 UnSkilled :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인에게 별도의 학력, 경력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B-3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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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의 차별화 포인트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 미국 취업이민 프로그램은
“취업 영주권을 후원하는고용주”를 매칭하는 

를 제공합니다.
MCC의 차별화된 “EB-3 비숙련 취업이민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의 변화를 원하는 신청자들에게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민
-

MCC의 숙련된 이민 컨설턴트와
수속 담당자가 당신의 영주권 신청잘차
전반에 대하여 안내해 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드립니다드립니다.

정착
-

각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정착서비스 전문가가
정착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지원
-

이민 수속 전 과정뿐만 아니라
정착 서비스 모든 과정에서

개인에게 맞춤화된 고객 지원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매칭 서비스
이민 수속 서비스
미국 현지 정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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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EB-3 취업이민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취업이민 수속 절차 (국내 진행시)

총 수속기간 약 2.5년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시 수속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섭외 및 매칭
약 1~2개월 소요01
기준임금 책정 및 구인광고  
약 5~6개월 소요02
PERM 신청 및 승인 (노동청 : 노동 허가)
약 3~6개월 소요
※AUDIT이 나올 경우 6개월 추가

03
이민 청원서 신청 및 승인 (이민국 : I-140 양식)
일반 진행 : 6개월 소요 ($700)
급행 진행 : 1개월 소요 ($2,500)

04
이민 비자 신청 (NVC : DS-260 접수)
인터뷰 포함 약 1~3개월 소요 (비자 FEE : $345/1인)05
인터뷰 (미국 대사관)06
출국 및 30일 이내 그린카드 수령
그린카드 신청비 $220/1인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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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EB-3 취업이민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펓핂짊�쿦콛�헖��	짆묻�뺂�힒킪


��쿦콛믾맒�퍋����뼒
˟�많컪윦�푢�핂�핖픒�킪�쿦콛�믾맒핂�캏핂�쿦�핖킃삖삲�

몮푷훊�컻푆�짝�잲�
약 1~2개월 소요01
믾훎핒믖��헣�짝�묺핆뫟몮��
약 5~6개월 소요02
1&3.�킮��짝�킇핆�	뽆솧����뽆솧�많

약 3~6개월 소요
˟"6%*5핂�빦폺�몋푾��맪풢��많

03
핂짊��풞컪�킮��짝�킇핆�	핂짊묻���*�����퍟킫

일반 진행 : 6개월 소요 ($700)
급행 진행 : 1개월 소요 ($2,500)

04
킮쭒�쪎몋�킮��	핂짊묻���*�����헟쿦

인터뷰 포함 약 6~8개월 소요 (신청비 : $1,225/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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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EB-3 취업이민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취업이민의 진행에 있어 신청인은 평소에 접하지않는 생소한 용어의
사용으로 구체적인 수속 절차 및 진행 방법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 허가 : LABOR CERTIFICATION(LC)
취업이민의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신청인은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고,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대한 자격을 갖추었으며
노동부로부터노동부로부터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포지션이 미국 내에는
인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임금 책정 : 약 5~6개월 소요
· 구인 광고 : 약 1개월 소요
· 구인 대기 : 약 1개월 소요
· 노동청 접수 : 접수 후 우선 일자 부여
※ 우선 일자(Priority Date) : 영주권 문호를 확인할 때의 기준일자

|| 감사 : AUDIT
감사는 노동 허가의 신청 이후, 고용주에게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걸리게 되지만 신청서가
미비하게 작성된 사람들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 추가 서류 요청 : RFE(Request for Evidence)
이민 청원 신청을 하고, 제출한 서류 중 부족한 서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를이를 RFE라 부르며 신청인에게는 3개월의 소명 기간이 주어집니다.

· RFE 시 추가서류 목록
- 경력, 학력 등을 나타내는 이력서
- 고용 회사의 재정 상태와 임금 지불능력 증빙 서류
- 위장 취업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 관련 증빙 서류
※필요서류는 신청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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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 홈 케어 간병인 (In-Home Caregiver)

지역
캘리포니아
텍사스
미시건
오하이오

급여
$10.00~$12.00
(지역, 경력에 따라 상이)

직무 내용
- 개인 집에서 간병 및 요양 업무
- 간단한 집안일 및 장보기
- 영어 능력 중(中)

경력/기술
간병인 경력선호
(필수 요건 아님) 

EB-3 | 시설 간병인 (Caregiver for senior Living Facility)

지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급여
$12.00~$14.50
(지역, 경력에 따라 상이)

직무 내용
- 시설에서 간병 및 요양 업무
- 복약 지도와 같은 일반 의료 서비스 
- 영어 능력 중(中)

경력/기술
간병인 경력선호
(필수 요건 아님) 

EB-3 | 정원사 (Landscape Technician)

지역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건
미주리
시애틀(WA)
워싱턴워싱턴 D.C.

급여
$13.50~$17.50
(지역, 경력에 따라 상이)

직무 내용
- 정원 및 잔디밭 관리
- 잔디 관리 도구와 장비 사용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신체적 문제 없어야 함
(25kg까지의 중량을 다룰 수 있어야 함)

경력/기술
별도 요구사항 없음

EB-3 | 원예사 (Plant Nursery Worker)

지역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급여
$10.00~$14.50
(지역, 경력에 따라 상이)

직무 내용
- 원예(화분,꽃,식물) 관리
- 소비자 판매위한 식재 옮겨심기
- 신체적 문제 없어야 함
(12kg까지의 중량을 다룰 수 있어야 함)

경력/기술
별도 요구사항 없음

EB-3 | 클리너/하우스키퍼 (Commercial&Residential Cleaning Technician/Housekeeper)

지역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햄프셔
라스베이거스(NV)
워싱턴 D.C.

급여
$10.00~$14.50
(지역, 경력에 따라 상이)

직무 내용
- 개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청소 서비스

경력/기술
별도 요구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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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고용주 LIST
EB-2, EB-3 프로그램은 모두 고용주의 영주권 후원을 반드시 필요로하며 신청인은 본인에게 적합한 고용주와
매칭,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믿을 수 있는 미국 전역의 고용주 다량 확보
◆  아이비리그 출신 미국변호사의  정확한 이민 컨설팅
◆  10년+ 경력 미국 전문 수속팀의 완벽한 케이스 관리

미국 취업이민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속 절차의 정확한 이해와 꼼꼼한 서류 준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거절을 맞이할 수도 있는만큼 오랜 경력과 다양한 케이스의 미국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승인을 이루어낸 진짜 미국 이민 전문가의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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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yae Hwang Attorney at Law

황 지 예 미국 변호사

2012年 미국 하버드 대학 학사 졸업
2014年 콜롬비아 대학 석사 졸업 (M.A) 
2018年 뉴욕 주립대학 로스쿨 졸업 (J.D.)
글로벌 미국 이민 전문 로펌에서 다년간 근무
--

미국 현지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수많은 미국 영주권 승인을 이끌어낸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가 고객님의 자격 판정과 가장 성공적인 이민 컨설팅을
도와드립니다.

하지욱 대표 성경수 이사

취업이민 고용주 알아보기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취업이민, MCC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https://www.mcc.co.kr/usa-employer
https://www.mcc.co.kr/consulting


TEL. 02-555-6155
MAIL. mcc@mcc.co.kr
HOMEPAGE. www.mcc.co.kr
ADDRESS.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9 강남아르누보시티 2F MCC

윤** 고객님
_
‘요즘 누가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가냐’, ‘예전에나 가능했고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소문(?)이 돌던 미국 취업이민인지라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걱정한만큼 MCC에 의지도 많이하고 조바심도 많이 냈었는데 이렇게 승인을 받고나니
너무 홀가분하고 날아갈듯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노** 고객님
_
학생 시절부터 머리속으로 생각만하던 미국 이민을 정말 한 번 가볼까하고
마음을 먹고 MCC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게 하늘이 맺어준 운명인지 
제가 배우고 일하던 직종에 딱 맞는 자리가 있더라구요.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영주권을 받게해준 MCC 대표님, 차장님, 직원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조** 고객님
_
쉽지않은 선택이었고, 영주권 따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
이민법이 바뀔때마다 내 인생은 어쩌나..하면서 좌절하는 순간도 많았는데
항상 용기 북돋아주신 과장님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더 많은 취업이민 승인 후기는 MCC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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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EB-3 취업이민 고객 후기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https://www.m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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