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시민권 STEM 전문직  미국취업 옵션    
 

미국은 오랫동안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혁신에 박차를 

가하여 모든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 새로운 산업 및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이 온라인 자료는 비시민권자가 미국의 STEM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임시 및 영구 패스웨이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는 또한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하는 STEM 전문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을 강조합니다. 후속 섹션에서는 이러한 패스웨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임시 및 영구 패스웨이와 학생들을 위한 선택적인 실습 교육 지원 안내는  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취업에 대한 일반 안내는 uscis.gov의 미국 내 취업 

섹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STEM패스웨이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질문 

나에게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 경험 또는 기술이 있는가? 

O-1 비이민 비자  및 EB-1A 이민 비자와 같은 일부 패스웨이는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 비자를 받으려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H-1B와 

같은 비자는  최소한 관련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L-1과 

같은 비자는 미국과 해외 양쪽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와 기존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 제안이 필요한가? 나를 대신해 신청서를 제출해 줄 회사가 있는가?  

대부분의 패스웨이는 이미 취업 제안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고용주가 귀하를 대신하여 

USCIS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비자는 취업 제안을 요구하지 않으며 

USCIS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가 신청”). 예를 들어, "특출한 능력"(EB-1A )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그린 카드)을 원하는 경우, 취업 제안이 필요하지 않으며 

고용주가 귀하를 대신하여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nonimmigrant-workers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optional-practical-training-opt-for-f-1-students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


있음). 이 경우에서는 취업 제안이 필요하지 않지만 전문 분야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는는 것을 입증할 증빙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나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하게 되나, 아니면 비이민자 

신분으로 임시로 일하게 되나?  

일부 채용에서는 STEM 전문직을 포함한 개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영주권자 신분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으며 대개는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이민자" 패스웨이라고 합니다.  

"비이민" 패스웨이라고도 알려진 기타(예: F-1 OPT, H-1B, L-1 및 O-1) 비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이민 패스웨이 중 하나를 통해 취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영주권자 패스웨이로 전환하고 결국에는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특정 패스웨이에 요구되는 다른 기준이 있는가? 

전문직 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부 기준은 비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N 비자는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패스웨이에는 특정한 

시기 또는 기타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이민자 패스웨이에서는 

고용주가 먼저 미국 노동부로부터 승인된 노동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노동 증명서는 해당 

직책을 수행할 능력, 가용, 자격 및 의향이 있는 미국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으며 그러한 고용이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 시민의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합니다. 

미국 STEM 취업 패스웨이 요약 

비이민(임시) 패스웨이 

자세한 내용은 미국 STEM 고용을 위한 비이민 패스웨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패스웨이 (비이민 분류)  교육, 경험 또는 

기술 요건 

취업 제안이 

요구되나?  

유효 기간 

F-1 OPT 

선택적 실습 교육(OPT)  

완료 후 F-1 학생에게 

미국 대학의 STEM 

분야에서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처음 12개월 

OPT에는 취업 

제안이 요구되지 

않지만 24개월 

OPT 완료 후 

최장 12개월 + 

STEM OPT 

https://www.uscis.gov/citizenship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stem-employment-pathways/nonimmigrant-pathways-for-stem-employment-in-the-united-states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optional-practical-training-opt-for-f-1-students


STEM OPT 를 24개월 

연장해준다. 

취득한 F-1 신분의 

학생. 

STEM OPT 연장에는 

필요합니다. 

 

24개월 연장(총 

36개월). 

H-1B 

 

전문 직종 

직종에 요구되는 

미국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취업 제안에서 

고도의 전문지식의 

이론 및 실질적 

적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 내 

취업을 위한 최소 

요건으로 구체적인 

전문 분야에서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 )를 

취득해야 합니다. 

초기 승인 3년 + 

3년 연장 1회.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간 법정 

상한선으로 인해 

보통 초기 H-1B 

기간 동안 

(상한선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채용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H-

1B 연장 신청에는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O-1  

 

특출한 능력 

특정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제안에 귀하가 

특출한 능력을 가진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온다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최대 자격 기간 

및 연간 한계 

없이 초기 승인 

최대 3년  + 1년 

연장.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h-1b-specialty-occupations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o-1-visa-individuals-with-extraordinary-ability-or-achievement


L-1A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 

또는 임원의 사내 이동 

미국 내 신청 회사의 

해외 모회사, 지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1년 연속 

고용되어야 하며 

해외 고용은 전문 

지식, 관리 또는 임원 

직책이어야 합니다. 

 

취업 제안은 관리 

또는 임원 

직책이어야 합니다. 

 

초기 승인 3년 + 

최대 총 7년까지 

2년 연장. 

L-1B 

 

다국적 기업 전문 지식 

근로자의 사내 이동 

미국 내 신청 회사의 

모회사, 지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의 해외 

사무실에 1년 연속 

고용되어야 하며 

해외 고용은 관리, 

임원 또는 전문 지식 

직책이어야 합니다. 

 

전문 지식 분야의 

취업 제안이어야 

합니다. 

초기 승인 3년+ 

총 5년 동안 2년 

연장. 

TN 

 

NAFTA/USMCA 

전문가(멕시코 및 캐나다 

국적자에 한함) 

NAFTA/USMCA 

전문가로서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라이센스 

및/또는 교육/학위 

및/또는 경험이 

요구됩니다. 

 

 NAFTA 전문가가 

요구되는 직책에 

대한 취업 

제안이어야 합니다. 

초기 승인 3년 + 

무제한 3년 연장. 

 

이민자(영구) 패스웨이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제한 없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을 신청하면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STEM 취업을 위한 이민 패스웨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l-1a-intracompany-transferee-executive-or-manager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l-1b-intracompany-transferee-specialized-knowledge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tn-nafta-professionals
https://www.uscis.gov/i-485
https://www.uscis.gov/i-765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stem-employment-pathways/immigrant-pathways-for-stem-employment-in-the-united-states


패스웨이 (취업이민 비자) 교육, 경험 또는 기술 요건 취업 제안 및/또는 노동 

인증이 필요한가? 

 

EB-1A 

 

취업이민 1순위– 특출한 

능력 

특정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제안이나 노동 

인증은 요구되지 않지만 

신청자는 미국 내 특출한 

능력 분야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EB-1B 

 

취업이민 1순위 – 우수 

교수 및 연구원  

특정 학문 분야에서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취업 제안이 요구됩니다. 

노동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B-1C 

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 

임원 및 관리자 

관리 또는 임원 직책으로 미국 청원 

회사의 해외 모회사, 지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서 1년 간 

고용되어야 합니다. 

취업 제안은 최소한 1년 

동안 사업을 해 온 

자격이 되는 미국 기업에 

관리 또는 임원 직책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보통 노동 인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EB-2 (국익에 따른 면제 

없이) 

 

취업 이민 2순위 – 특출한 

능력 또는 고급 학위 

전문직 

특출한 능력: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전문성. 

 

고학력 전문직: 학사 이상의 

학위(또는 학사 학위 이후 최소 

5년의 점진적 경험)를 소지해야 

하며 이와 같은 조건이 요구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취업 제안이 필요합니다. 

 

보통 노동 인증이 

요구됩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first-preference-eb-1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first-preference-eb-1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first-preference-eb-1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second-preference-eb-2


EB-2 고학력 전문직 독립 

이민 (NIW)  

 

취업이민 2순위 – 국익에 

도움이 됨을 입증해 

취업제안과 노동인증을 

면제받은 특출한 능력자 

또는 고학력 전문직  

위에 묘사한 특출한 능력 또는 

고학력에 다음 조건이 요구된다: 

제안된 활동이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제안된 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취업 제안과 

노동인증 면제가 미국에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 제안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노동 인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EB-3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전문직, 기타 비숙련직  

숙련직: 최소 2년의 트레이닝 또는 

경험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트레이닝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직: 최소한 미국 학사 

학위(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이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기타 비숙련직: 2년 미만의 

트레이닝 또는 경험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 제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인증이 

필요합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second-preference-eb-2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second-preference-eb-2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third-preference-eb-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