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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 EB-1/N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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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취업이민 카테고리에서 반드시 사전에 고용주를 확보, 스폰을 받아 진행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EB-1과 NIW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확보가 필요하지않아 비교적 빠른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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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퓰리처, 오스카, 올림픽 메달 등 국제적 성과
증명 케이스

10가지 자격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우측 서술)

위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국 내 고용주의 후원없이
I-140 이민 청원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B-1(A) 지원조건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높은
명성을 가진 사람

본인의 전문 능력으로 높은 인정을 받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10가지 자격요건 체크 리스트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권위있는 관련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라는 근거

본인에 대해 취재한 잡지나 신문의 기사

관련분야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력을 입증

본인의 전문 분야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실을 입증

발행 저서 또는 논문 

전시나 발표회 참여 입증

관련 협회나 조직에 주요 역할을 한 경력을 입증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는 사실

관련 분야에서 연구, 학업, 사업을 성공시킨 사실

EB-1(a)

Extraordinary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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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전문가이민
National interest waiver

·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민 프로그램

· 미국 내 지속적인 고용 상태 없이도 미국 영주권을 부여

· 미국에 국가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노동 허가 면제

· 고용 계약이나 노동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음 

· 거주 지역에 제한이 없음

· 이민국 접수 1년 이내로 영주권 취득 가능

· 영주권 취득 이후 자율적인 직업/비즈니스 선택 가능 

장점

경제 분야
(Improving the U.S. Economy)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이 가능한 분야
(Improving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

의료 개선이 가능한 분야
(Improving helth care)

청소년청소년, 노령 및 빈곤층을 위한 주택 제공이 가능한 분야 
(Providing more effordable housing for young older proper
U.S. residence)

청소년 및 자격 미달 근로자의 교육 훈련이 가능한 분야
(Improving education and traning programs for U.S. children
and Under-Qualified workers)

환경 개선 및 천연자원의 생산적 활용이 가능한 분야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the U.S. and making more
productive use of natural resources)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요청 혹은 국제적 문화 이해 증진이
가능한 분야
(A request from an interested U.S. goverment agenct or
improving international culture understanding)

NIW 신청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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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전문가이민
National interest waiver

· 고학력 전문가(석사 이상 또는 학사 학위와 5년의 전문 경력 필요)

· 우수한 능력(Exceptional Ability) 보유자

· 미국의 국가적 이익(National Interest)에 도움이 되는 자

※ 위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와 5년 이상의 전문 경력

· 전문 분야에서의 면허증 및 자격증

· 10년 이상 근무한 곳으로부터의 추천서 및 경력 증명서

· 동종 분야, 동일 직군 내 최고 수준의 급여

· 국내외 전문 단체에 소속된 소속 증명서 및 회원증

· 해당 전문 분야에 기여한 업적 및 공헌

·· 그 밖에 자격요건이 충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 

※ 위의 자격 요건 중 3가지 이상 충족

기본 자격

NIW 자격 증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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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전문가이민
National interest waiver

판단 기준

1. 신청인의 분야

신청인이 성과를 보여주고있는 전문분야가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
(Substantial Merit + National Importance)

그 자체적으로 가치가 있는 분야 

상당한 가치 : 사업, 과학, 기술 및 건강, 교육 등의 분야

국가적 중요성 : 국가·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분야

1. 신청인의 분야

신청인이 성과를 보여주고있는 전문분야가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
(Substantial Merit + National Importance)

항공우주추진장치 연구개발자
과학적 지식 발달과
국가 안보 증진에 유익

YES

항공우주공학 교직
국가적 중요성 낮음
포괄적 영향력 없음

NO

그 자체적으로 가치가 있는 분야 

상당한 가치 : 사업, 과학, 기술 및 건강, 교육 등의 분야

국가적 중요성 : 국가·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분야

2. 신청인의 능력

신청인의 전문 분야를 발달시킬만큼 유리한 입지
를 지니고 있어야 할 것
(Well-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신청인이 전문 분야에서 가진 영향력을 증명해야 함 

해당 분야에서의 성공 확실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음  

객관적 증거 사례

: 미국 국방부 지원연구 프로젝트참여   

주관적 증거 사례

: 외부 전문가의 추천서 

2. 국가적 이익

신청인의 노동 허가 심사를 면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할것 
(National Interest)

새로운 심사 기준 적용 

판단 기준

- 노동 허가서 요구가 비현실적인 경우

- 신청인의 노동 허가 면제 심사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

- 미국 국익을 위해 신청인의 입국이 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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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전문가이민
National interest waiver

객관적인 증명 자료 

         논문

신청인이 집필한논문이  SCI에 등재되는 등 연구가치가 높거나
인용 횟수가 높을수록 유리함
※ SCI(Science Ciation Index) : 매년 엄선한,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

         추천서

신청인의 기술이나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얼마나 많이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수록
유리함

         기타 경력

특별 기금을 지원받은 연구 프로젝트, 미디어 보도내용. 
특허받은 기술,기술 라이센스, 기술 판매 계약서, 
유명 학회나 기관/단체의 회원 자격, 언론 노출 경력,
각종 수상 경력 및 동종분야 내 다른 전문가들에 대한 심사 경력,
동급 최고 대우의 취업 제안서나 실제로 그런 대우를 받았던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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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 nIW 수속 절차
EB-1, NIW 프로그램은 둘다 노동청의 노동 허가와 고용주의 후원을 필요로 하지않아  동일한 수속 절차를
거쳐게되며 총 수속 기간은 약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1
이력서 자격 판정 및 계약  

약 1개월~2개월 소요  

2
증빙 서류 수집 및 번역

신청자의 서류준비기간에 따라 상이함 

4-1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Biometic test (지문, 서명, 사진)
Work Permit (EAD)

I-485 신분 변경
인터뷰

4-2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DS-260 이민 비자 신청
NVC 비자 Fee, 서류 제출

신체 검사
인터뷰

3
이민 청원서 신청/승인(이민국)  

일반 수속 : 약 8개월 소요
급행 수속 : 약 15일 소요
(급행 수속은 EB-1만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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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 nIW 승인 사례

1. 대학 교수 및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의 논문(국내 논문도 가능) 
신청자들마다 편차가 워낙 크고,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승인을 받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민국이 단순히 논문 숫자나 인용수로 기준을 세워놓고 있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음.  

제출 논문 평균 : 7~10편
논문 인용 수 평균 : 30~70회
유리한 작용 요인 : SCI 등재 논문  

2. 의사

· 의대 교수뿐 아닌 일반 개업의도 승인된 사례 다수 있음
· 대부분 논문 출판 등의 학술적 활동보다는 임상활동 같은 실질적 활동 위주
· 업적 및 영향력 증명 방법 : 의료 시술법 개발, 대중매체 출연, 의학 전문가로부터의 호평(강연 초청 등) 

내과의사 : 특별한 의술에 대한 호평 및 지도 요청 사례 有, 서한들과 국내 학회 발표 업적 중점적으로 강조
치과의사 : 직접 개발한 의술로 미국 의료기기 회사가 새로운 기기 개발 및 수익 창출 어필 
성형외과 의사 :직접 개발한 의술의 특출난 점 어필, 이와 관련된 TV 출연 사례 有

3. 사업가

·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미국 이민국에서 매우 민감하게 보고있는 추세
· 사업 운영을 하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익 창출 전략이 있을 시, 이를 미국 내 다른 기업에
   전수하겠다고 주장이 가능

고객 A : 고객이 설립한 보험 회사가 짧은 시간내에 높은 수익을 창출한 사례 제시
고객 B : 고객의 회사에서 개발한 약품이 중국의 주요 병원과 계약을 맺어 높은 매출을 창출하였음을 주장
고객 C :고객의 특출난 광고 디자인 기술이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음을 강조

4. 기타 (예체능 분야에서의 특출난 성과를 통해 EB-1(A) 승인 사례)
고객 A : 해외의 유명 뮤지컬 및 오페라 한국으로 도입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관련 수상 경력 제출
고객 B : 미국에서 활동하는 연예긴을, 미국의 많은지역 신문에 보도된 성과 제충 
고객 C : 작곡가로 활동하는동안 작곡한 곡들이 많은 연극 및 영화에 사용된 성과
고객 D : 운동선수들의 감독 및 심판 경력이 있는 체육인으로 직접 지도한 선수들의 우수한 국제 대회 실적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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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승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꼼꼼한 자격 판정
◆  아이비리그 출신 미국변호사의  정확한 이민 컨설팅
◆  10년+ 경력 NIW 전문 수속팀의 완벽한 케이스 관리

NIW는 신청인의 전문 분야에 맞추어 가장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한 뒤,
설득력 있는 커버레터와 함께 효과적인 구성과 편집으로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전담 변호사의 다양한 케이스 경험과 풍부한 실제 NIW 승인 실적이 큰 역할을 하게되며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미국 영주권 취득의 관건이라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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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W 케이스를 승인으로 이끌어낸
NIW 전문 미국 변호사가 고객님의 자격 판정과 가장 성공적인 이민 컨설팅을
도와드립니다.

하지욱 대표 성경수 이사

NIW 자격 판정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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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고객님 (반도체 엔지니어)
_
미국 영주권따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니, 지금은 한걸음 물러서는게 답이라니 이런
말들이 많아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MCC덕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던 제 장점을 발굴(?)해내주시고 각별히 신경써주신 담당 변호사님과
여러모로 신경써주신 수속 담당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 고객님 (인문학 교수)
_
아이들을 더 넓은 세상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에 약간 늦은 나이라고 생각함에도
미국 이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바쁜 일정탓에 제가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먼저 찾아주시고 제 일처럼
챙겨주신 차장님과 과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더 많은 NIW 승인 후기는 MCC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고객님 (정형외과 개업의)
_
인터넷을 보고 이공계 직종만 NIW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승인이 가능할까 의심이 많았던 제 연락이 귀찮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매번
바로바로 연락도 받아주시고 잘 리드해준 MCC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NIW 전문가이민 고객 후기
National interest 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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