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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미국 비자는 크게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 두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비이민비자는 미국에 일정 기간동안 관광, 유학 또는 일시적인 일을
하기 위한 분들의 단기 미국체류를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체류기간은 며칠에서 몇년이 될수도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후 특정 비이민 의도를 변경할수 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신분연장신청 혹은 영주권 신청을 통해 신분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비자가 만료되고 난 이후부터는 합법적인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미국을 떠나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고 맙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에 따라 대한미국 국민은 비자가 없이도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지만 유효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기 때문에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데이빗헐슨 앤 파트너스 법률그룹 변호사들은 각 비이민비자별 요구되는 까다로운 심사기준에대해 잘 알고 있고 모든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사실확인과 정확성을 꼼꼼히 체크하며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비이민비자 서류 및 발급절차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빗헐슨 앤 파트너스는 미국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인터뷰를 대비해 고객분들의 사전 인터뷰 연습을 준비시켜 드리고 또 필요에 따라
비이민비자 연장신청 역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종류

환영합니다
데이빗헐슨 앤 파트너스 법률그룹은 35년이상의 미국 이민법 법률경험을 자랑합니다. 저희 로펌은 미국 이민에 관련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이민 법률그룹으로, 특히 비지니스 및 투자 이민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 파트너인 데이빗 헐슨 변호사는 EB-5 프로그램이
설립된 1990년부터 꾸준히 EB-5 에 관련된 변호를 해오신분으로 국내 최고의 EB-5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데이빗 헐슨 변호사는

B-1

출장 (상용) 비자

B-2

관광 (여행) 비자

E-1

무역인을 위한 비자

E-2

소액투자비자

F-1

학생비자

H-1B

단기취업비자

H-3

훈련생 비자

J-1

교환 연수 비자

K-1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L-1A

한국 본사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관리자/간부를 위한 주재원 비자

L-1B

한국 본사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전문 기술/지식 소유자를 위한 주재원 비자

M-1

직업 훈련 비자

O-1

교육, 과학, 문화, 체육분야에 특출한 재능을 보유한 자

P-1

공연 비자로 미국에 일정 공연에 참석하려는 예체능인

R-1

종교인 비자

TN

NAFTA 체결로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을 위한 비자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가 인정 공인한 이민 전문 변호사로 지정되어있으며 이민국 연방소송및 연방이민 항소케이스를 포함한 수천건의 개인
및 기업이민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업무분야

대학교등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민 케이스를 변호한 경험을 토대로
참신하고 획기적인 이민 해결책과 선발전략을 내새운 차별화된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
저희 법률그룹의 EB-5 팀은 국내 최고의 EB-5 전문가로 손꼽히는
데이빗 헐슨 변호사의 지도하에 차별화된 EB-5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헐슨 변호사는 1990년 EB-5 프로그램이

고객의 성공을 위한 헌신

처음 도입된 이래 미국에서 첫 EB-5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신청 및
승인을 받아낸 변호사로 EB-5 비자 프로그램의 첫 10년동안 승인받은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 위치한 데이빗헐슨 앤 파트너스 법률그룹은

EB-5 케이스중 다수의 케이스는 데이빗 헐슨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라

세계 각지에서 미국 이민을 원하는 고객들을 35년이상 유치해

할수 있습니다.

왔습니다. 또한 저희 변호사들은 최신 이민 경향과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이민 정책, 규정 및 트랜드를 끊임없이 익히고 연구하고

비지니스 & 투자이민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방대한 지식과 비법은 저희만의 성공전략을

데이빗헐슨 앤 파트너스 법률그룹은 각종 비이민 및 이민비자와

세우고 설득력있는 이민서류를 준비하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각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실력을 구비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모든 이민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개인, 소규모/창업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병원 및

저희 데이빗헐슨 앤 파트너스 법률그룹은 고객분들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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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Labor Certification 없이 진행되는 취업이민

미국에 오시는 분들중 대부분의 경우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영주권

미국 취업이민에서 Labor Certification 없이 진행되는 취업이민은 아래 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이중 특출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취업

취득입니다. 이민 비자 (그린카드 혹은 영주권이라고 알려져 있음) 는

이민 1순위 (EB-1A) 와 미국에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취업이민 2순위 (NIW – 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즉 일을 하거나

이 두가지 이민비자의 경우 Labor Certification 뿐만 아니라 스폰서 없이도 진행가능합니다.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B-1A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 (과학, 예술, 교육, 체육등 분야) *스폰서 없이 진행가능

EB-1B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스폰서가 필요함

EB-1C

다국적 기업의 중역 *스폰서가 필요함

NIW

과학, 예술, 경영분야의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자 *스폰서 없이 진행가능

미국 이민비자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때문에 이민법전반에 관해 다양한 실전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
법률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빠르게
변화되는 이민법 규정과 트랜트를 잘 익히고 파악하여 이민비자의
방향을 어떻게 설계하고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고객분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데이빗헐슨 앤 파트너스 법률그룹은 고도의 숙련된 이민법 전문
법률팀이 책임지고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수 있도록 고객분들께

가족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

차별화된 이민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래의 3가지 방법을 통해 고객분들의 영주권 케이스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구성원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식으로 순위별로 비자 발급숫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
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초청할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다르며, 시민권자에 비해 영주권자는 가족을 초청할수 있는 범위가 제한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의 경우, 초청대상이 배우자와 미혼자녀로 한정되어 있어 부모님 초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비자 할당량

•가족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 &

(Quota) 의 제한에 따라 이민비자가 발급되는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 역시 순위별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이민 (Investment-based Immigration)
현행 이민법상 가족이민의 카테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현행 이민법상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를 통한 Labor Certification

미국 현지의 인력으로는 대체할수 없는 포지션이며, 외국인 직원을

이 요구되는 취업이민과

채용하더라도 현지의 고용시작에 악영향이 없다는것을 증명받는

Labor Certification없이 진행되는

취업이민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과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어진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이란 전자화된

PERM

Labor Certification 프로세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노동청에 접수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
허가 프로세스를 흔히들 PERM 이라고 칭합니다.

EB-2

학사학위 + 5년이상 경력 혹은 석사학위

EB-3

-학사학위의 전문직/2년이상의 경험
소유한 숙련공 (Skilled Worker)
-비숙련공 (Unskilled Worker)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의 경우 아래 3가지의 Labor Certification
주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광고 개제를 통한 신규 직원채용 및 노동청에PERM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 접수
2. PERM 승인후 고용주는 이민국측에 취업영주권 신청서 접수

위 2순위 및 3순위 취업이민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측에서 미 노동청을 통하여 Labor Certification 을
받은 후에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진행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Labor
Certification 이란 미국 스폰서로부터 취업제안을 받은 포지션이

3. 고용인은 이민국측에 신분조정 신청서 접수 혹은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비자 수속

F-0 (0순위)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와 시민권자의 부모

F-1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F-2 (2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F-3 (3 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4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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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INVESTMENT-BASED IMMIGRATION)

|7

EB-5 투자이민 프로세스
투자자의 EB-5 프로젝트 검토

EB-5 개요

이민국의 결정 / 미국내 신분조정 신청

프로젝트 결정

조건부 영주권 해지준비
및 신청 (I-829)

고용허가 / 여행허가

EB-5투자이민의 정의
EB-5 투자이민은 미국 취업이민 5순위에 해당되며, 미국 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촉진의 목적으로 1990 년 미국 정부에 의해 제
정된 프로그램입니다. EB-5 투자자는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10명 이상의 직/간접적 고용을 창출하는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EB-5 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1) 신규 사업체 투자 혹은 (2) 부실사업체 투자

EB-5 자격요건
신규사업체 투자 (New Business Enterprise)
신규 사업체에 투자이민 신청을 하기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최소 백만불 이상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야 함.
미개발 외곽 지역인 목표고용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 – TEA) 에 투자할 경우 최소 50만불 투자조건*
*향후 투자금 상향 조정 및 목표고용지역 (TEA) 선정 기준
강화 전망
2. 서비스나 상품 창출등으로 미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
어야 함
3. 최소한 10명이상의 정규직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함
4. 투자자는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직접적인 경영
수행 혹은 기업 경영 정책 결정 참여등도 인정됨

부실 사업체 투자 (Troubled Business)
부실 사업체에 투자이민 신청을 하기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준비

리저널센터 투자유치 시범제도

리저널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선 신청자가 해당 투자프로그램이
경제성장, 사업목표, 고용 창출 및 자본의 투입을 성취할수 있는
지에 관해 아래의 사항들을 보여주는 제안서를 반드시 미이민국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가 집중하게 될 지리적 영역내에서 요구된 경제성
장을 어떤식으로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야함
•리저널센터의 사업계획은 시장조건, 프로젝트 비용 및 활동일

*향후 투자금 상향 조정 예상됨

I-829 승인

미국내 신분조정 승인 혹은
대사관을 통한 비자승인이후 미국입국

이민국에 I-526 접수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 수취

0 – 4개월
준비기간

4개월 – 1년9개월

1년9개월 – 4년5개월

1단계

4년5개월 – 5년

2단계

3단계

참고사항:
1. 데이빗헐슨 앤 파트너스 법률그룹은 투자자와 가족분들이 2년까지 미국 밖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Document)를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조건부 영주권 취득후 5년 이후에는 투자자와 가족모두가 시민권 귀화 (N-400)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투자이민 프로세스 일정은 이민국의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 VS 리저널 센터
직접투자

리저널 센터

활발한 사업운영 경영

매일 운영 또는 정책에 따른 경영권

매일 운영 또는 정책에 따른 경영권

해당 사업분야

요구된 직업을 창출하는 모든사업

요구된 직업을 창출하는 모든 이민국 승인 사업

필수

필수

인증된 투자자

인증된 투자자

미국 사업체에 직접 투자

리저널 센터 스폰서를 통한 자본투자

미국 사업체/프로젝트와EB-5 투자자의 관계

직접

간접

에스크로를 통한 자금 (법에 의해 요구되어지
지 않음)

이용가능

이용가능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를 위한 정규직 10명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를 위한 정규직 10명

직접 고용 창출

직접/간접/유도 고용 창출

일자리 전망/급여세 신고서/I-9 고용자격 증명폼/W-2 연
간 급여 명세서 (EVerify를 통한 고용증명 시행 강력추천 )

프로젝트별 경제학자 보고서 (경제학자가 활용한 고용창출효
과 측정 모델에 의거한 가정을 증빙하는 보고서는 이민국의 최
종 승인을 받아야 함)

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추정 및 가정을 토대로 실
행 가능한 비지니스 모델로 신뢰되어야 함
•검증 가능한 세부사항을 토대로 (어떤경우에는 경제모델을 사
용하여) 리저널센터의 사업계획에 기반한 자본투자를 통해 직
접 또는 간접적인 직업이 어떻게 창출될 것인지를 설명해야함

1. 2년이상 존재해온 부실사업체에 투자
2. I-526 투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기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
계원칙에 따라 지난 1-2 년간 손실액수가 발생함
3. 지난 1-2 년간 발생한 손실액수가 순자산액의 20%를 초과하
는 부실사업체를 인수해야함
4. 부실사업체 를 인수한 이후 2 년동안 인력감원없이 보전해야
함
5. 투자자는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직접적인 경영
수행 혹은 기업 경영 정책 결정 참여등도 인정됨
6. 신규 사업체 투자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최소 50 만불에
서 100 만불 투자 조건*

투자자의
EB-5 프로젝트 리뷰

(Regional Center Pilot Program)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 (이하 “리저널센터”)은
1992년 지역졍제 활성화를 위해 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처음
도입된 투자유치 시범제도입니다. 미국이민국에 등록하여 리저
널센터로 지정될 경우 직접적인 투자이민 프로젝트 진행 및 개발
을 하거나 혹은 타 프로젝트 개발사측에서 EB-5 투자이민 펀딩
을 유치할수 있도록 스폰서로서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있습니다. 리저널센터의 근본적인 장점은 투자자가 직접 10명
의 정규직원을 고용하는것이 아닌 경제모델을 통한 해당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한 간접 고용에 의존할수 있다는 점입니
다. 또한 리저널 센터는 EB-5 투자자들의 자본을 한데 모으는것
을 용이하게 합니다. 따라서 리저널 센터는 수출판매 증가와, 지
역 생산성의 향상, 새 일자리의 창출과 국내 자본 출자의 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합니다.

NVC 국가 비자 센터에서 대사관으로
승인된 케이스 전송 혹은 이민국으로부터
신분조정에 관한 보완서류 (RFE) 요청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과 출처 및 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계획

사업계획
EB-5 투자자 자격

EB-5 투자자의 참여

된 홍보노력을 나타내야함

체류기간
EB-5 투자자들은 영주권 거주자의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날로

직업 창출 요구

부터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발급 받습니다. 리저
널 센터측이 사업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고용 창출이라는 요

직업 수

구사항에 부응하는 이상, 투자자는 2년후 조건부가 해지된 영구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직업 창출 증명

8|

David Hirson & Partners, LLP

David Hirson & Partners, LLP

왜 DAVID HIRSON & PARTNERS, LLP 인가?

MEET OUR PARTNERS
David Hirson & Partners, LLP
대표파트너

문제해결
능력

+1 949.383.5358
dhirson@hirson.com
대표파트너인 데이빗헐슨 변호사는 30년이 넘는 이민법 경력을 보유한 국내 최고 이
민전문 변호사로 손꼽힙니다. 데이빗 헐스 변호사는 미국내 가장 오랜 경력을 지닌
Top EB-5 변호사임과 동시에 지난 수년간 포춘 500대기업 (Fortune 500)의 상귀
권에 드는 기업들의 취업이민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빗헐슨 변호
사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가 인정 공인한 이민 전문변호사로 20년간 이상 지
정되어왔습니다.
Wechat ID: DavidHirson
Skype: david_hirson
대표파트너 양력: http://www.hirson.com/david-hirson/

선발전략

리더

•EB-5 제정법이 미국 상원의회에서 제의 및 토론되던 당시 현장 참석
•EB-5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1991년 미국에서 첫 EB-5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일 및 승인, EB-5 와 관련된 모든 투자이민 법률서비스를 투자자, 프로젝트 및 지
센터에 제공
•이민국 연방소송및 연방이민 항소케이스를 포함한 수천건의 이민변호 경험

문제해결 능력
35년이상의 이민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의 이민법 전략으로는 해결 불
가능한 문제를 획기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 능력

•각종 비이민비자, 취업이민, 가족초청 이민, 시민권등 모든 이민관련 케이스 변호
•개인뿐만이 아닌 소규모/창업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병원 및 대학교등, 특별한
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많은 이민케이스들을 성공적 변호
•다양한 각종 단체/기관의 이민법 관련 초청강연, 세미나 및 저서 출판 및 BEST
민변호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어워드와 상을 수여받는등 그 실력을 인정받은
국 최고의 이민변호사

선발전략
선발전략 및 수년간 쌓아온 방대한 비지니스 인맥을 통해 그 누구도 제안할수 없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비자 프로그램 및 옵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능력

•EB-5 Investors 메거진 TOP EB-5 전문변호사로 선정
•Artisan 비니지스 그룹의 2012년도 EB-5 이민법 전문 로펌으로 선정
•남가주 수퍼 변호사 (Southern California Super Lawyers), 미국 베스트 변호사
(America’s Best Lawyers), 미국 베스트 이민 변호사 (Best Immigration La
yers in the United States by Best of the U.S.), International Who’s Who of
Business Lawyers등 여러 비지니스 및 이민관련 매거진에 미국 최고 이민변호

리더
각종 비이민 및 이민비자뿐만 아닌 EB-5 프로그램의 선구자로서 국회및 이민국과의 끊
임없는 교류 및 옹호노력을 통해 투자이민제도의 발전과 안정을 추구; 미국 투자이민을
비롯한 각종 이민개혁안 및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함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미리
예측함과 동시에 대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에게 혁신적인 솔루션 제공

로 10년간 선정
•지난 20년간 마틴데일 허블 (Martindale-Hubbell), Orange County및 Orange
Coast 의 최고등급/TOP 이민변호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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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OUR PARTNERS
Nima Korpivaara, Esq.

Evelyn Hahn, Associate Attorney

파트너

한지현 변호사 (Korean-speaking 한국어 상담)

+1 949.383.5363
nimak@hirson.com

+1 949.383.5364
evelynh@hirson.com

니마 콜피바라 변호사는 복잡한 기업/비지니스 이민과 E-2 및 EB-5 투자이민

Wechat ID: evelynh320

업무팀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니마 콜피바라 변호사는 미국내 잘 알려진 Top

Line: evelyn_hahn

EB-5 전문가로서 리저널센터 창설 및 간접투자, 직접투자, 자금출처, EB-5 규

한지현 변호사 약력: http://www.hirson.com/evelyn-hahn/

정준수 여부확인등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닌 다양한 리저널센
터 및 프로젝트 기업고객의 천건이 넘는 EB-5 케이스를 변호하였습니다. EB-

한지현 (에블린한) 변호사는 캘리포니주와 워싱턴 디씨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

5Investor.com 메거진이 입증하는 EB-5 전문 변호사이기도 한 니마 콜비바라

지한 한국계 미국 변호사로서 모든 유형의 비지니스, 투자 및 가족이민 수속업

변호사는 EB-5Investor.com, IIUSA 및 NES Financial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각

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 EB-5 관련 단체/기관의 수많은 컨퍼런스 및 세미나에 초청되어 EB-5 투자
이민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해왔습니다. 데이빗헐슨 앤 파트너스 법률

한변호사는 리저널센터 창설 및 간접투자, 직접투자, 합법적인 자금출처 증빙

그룹에 조인하기전 포춘 100대기업 (Fortune 100) 의 상위권에 드는 기업의

에 관한 전략 및 EB-5 규정준수 여부 확인등 EB-5 프로그램의 모든 영역에서

인하우스 변호사로서 수백건이 넘는 Perm 이 요구되는 2순위/3순위 취업이민

개인 투자자, 리저널 센터 및 기업고객분들께 자문을 제공합니다. 한변호사는

을 담당한 업무경력이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 이외 E-2 소액투자비자, 1 순위 및 NIW 최우선/고학력자 이
민, Perm 이 요구되는 취업이민, L-1A/EB-1C 주재원 비자/영주권, 가족이민

니마 콜피바라 파트너 약력:

및 시민권신청등 각종 이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경험이 있는

http://www.hirson.com/nima-korpivaara/

한변호사는 또한 펌의 연방 이민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변호사는
데이빗헐슨 앤 파트너스 법률그룹에 조인하기전 워싱턴 디씨의 미국 대형로펌

•포춘 100 대 IT 대기업의 수백건이 넘는 취업비자 및 이민비자 업무경력

에 근무하며 포춘 500 대 대기업 고객들의 천건이 넘는 취업비자 및 이민비자

•EB-5 관련된 모든 투자이민 법률서비스를 투자자, 프로젝트 및 지역센터에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공
•EB-5Investor.com 메거진이 입증하는 EB-5 전문 변호사
•개인, 중소기업 및 대기업 고객분들의 비이민비자, 취업이민 Labor Certification (PERM) 민 가족초정 이민 업무 변호
•다양한 각종 단체/기관의 이민법 관련 초청강연, 세미나 및 저서 출판

• EB-5 관련된 모든 투자이민 법률서비스를 투자자, 프로젝트 및 지역센
에 제공
• 개인, 중소기업 및 대기업 고객분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각종 비이민비자
및 이민비자 업무처리: E-1/E-2, F-1, H-1B, H-3, J-1, K-1, K-3, L-1, M-1,
O-1, P-1, R-1, and U visa/VAWA, 취업이민 1 순위 및 NIW 최우선/고
력자 독립이민, Perm 요구되는 취업이민 2 순위/3 순위, 종교이민, 가족
민, 시민권
• 취업이민 Labor Certification (PERM) 업무 담당
• 데이빗헐슨 앤 파트너스의 연방 이민 소송 업무 담당
• 한인 기업 및 개인 고객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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