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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목)  이동찬 이민 변호사

이민법/가정
법 새로운 STEM OPT 규정

2016년 3월 11일 이민국은 새로운 STEM OPT 규정을 발표했다. STEM은 과학, 기술, 공학, 수

학 관련 분야를 말하고 OPT는 F-1 유학생들에게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단기 기

간 동안 주어지는 노동허가다. 2008년도에 이민국은 STEM OPT 연장 규정을 처음 도입했는

데 STEM 학위를 받은 유학생들은 STEM OPT를 받아 17개월 동안 추가로 기존에 받은 OPT

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15년 8월 12일 연방법원은 처음 도입된 STEM OPT 규정은 규정을 만드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용되었기에 무효화 한다고 판결했고 법원의 판결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보류됐다. 그리고 2016년 3월 11일에 재대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새로운 STEM OPT 연장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유학생에게 이전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지만 고용주와

유학생에게 까다로운 법적조건도 부과한다. 새로운 STEM OPT 연장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규정은 STEM OPT 기간을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린다. 그러므로 STEM 학위

를 가진 유학생은 졸업 후 OPT를 받아 먼저1년 동안 취업을 한 후 STEM OPT를 받아 2년 동

안 추가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새로운 STEM OPT규정은 까다로운 보고제도를 도입한다. 학생은 6개월마다 학교에

고용상황을 보고해야하고 학교에서는 SEVIS를 업데이트해야한다. 그리고 학생은 매년 자기

평가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하고 혹 고용상황이 바뀌거나 직업연수계획서와 많이 다르

게 되면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셋째, 고용주는 직업연수계획서를 작성해야하고 임금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직업연수계

획서에 직업연수목적, 감독, 고용조건, 시간, 임금 등이 포함되어야하고 고용주는 직업연수

계획서에 다른 비슷한 상황의 직원과 비례한 임금을 유학생에게 지불하고 유학생을 훈련

시킬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이 있고 유학생이 미국 근로자를 교체하지 않는다고 증언해야 한

다. 그러므로 STEM OPT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와 유학생의 고용관계가 확실해야하고 더

이상 무보수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넷째, 새로운 STEM OPT규정은 이민국이 고용주 회사에 현장점검을 나와 OPT 고용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다섯째, 유학생이 추가적으로 다른 STEM 학위를 받는다면 STEM OPT를 두 번 신청할 수 있

다. 그리고 새로운 규정은 최근에 받은 학위가 아닌 이전에 받은 학위로도 STEM OPT를 받

을 수 있도록 허가한다. STEM OPT를 받으려면 STEM 학위는 연방정부에서 인가받고 SEVP

에서 인증한 학교에서 받았어야하고 STEM OPT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E-Verify 프로그

램에 참여해야한다. 

현재 17개월 STEM OPT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에게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

러나 STEM OPT를 7개월 더 연장하는 경우 24개월 STEM OPT의 새로운 규정과 조건이 적용

된다. STEM OPT를 7개월 더 연장하려면 17개월 STEM　OPT가 150일 남아있어야 하고 신

청서는 2016년 5월 10일과 8월 8일 사이에 연장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물론 직장연수

계획서는 학교에 제출되어야 하고 학교에서 STEM OPT 연장을 추천한 후 60일내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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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STEM OPT 기간이 7개월 늘어났지만, 연장 조건은 한결 까다로워졌다. 유학생이

STEM OPT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가 구체적인 직업연수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고용주가

임금조건을 충족하는 것과 이민국 현장점검의 가능성은 고용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를 바란다. 

(213)291-9980 

<이동찬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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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룸메이트 구함 올림픽+뉴햄퓨셔/2000sf 1Br+1Ba /리모델링

넓고, 조용, 깨끗 1BR 2BR/2BA 토랜스 $1450 헌팅턴팍 최고 중심 상가

Regent Place Apts 1Br+1Ba,Loft 한인타운1Br+1Ba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다가오는 연말, 지쳐가

는 일상…힐링이 필 …
기아·현대차, 신뢰도 5

위와 7위 역대 최고

박재범, 빌보드 월드앨

범차트 3위..12國 아 …
EXO-CBX 30일 V앱 생

방송..‘헤이 마마’ 첫 …

연예

맨유, 맨시티 1-0 꺾고

EFL컵 8강행…첼시 …
가장 주목받지 않았던

CLE 페레스, WS1 ‘ …

스포츠

“아버지가 일군 배 과수원
이어가야죠”

필랜‘천스농장’의 앤소니 천 대

표가 오는 29일부터 2주간 주말

마다 열리는 과일농장 체험행사

한국의 정상급 합창단 공연
선보인다

“수준 높은 합창공연을 선사하

겠습니다”베이커스필드시와 자

매결연을 맺은 부천시가 올해 10

KAWA 한미여성회(회장 에스더 김)가 다가오는 추

수감사절과 연말을 맞이해 집안을 향기롭게 꾸미고

선물하기 좋은 양초 만들기 클래스를 실시한다…
LA 자연건강노인복지회 ‘경로잔치’
LA 자연건강노인복지회(회장 송양우·이사장 김광일)

가 오는 28일 오전 11시 중앙루터교회에서 제3회 경

로 대잔치를 개최한다.창립 5주년을 맞…

안내광고

Golf
Highlights

 

열린마당 최신순 인기순

최순실 사건으로, 난 해외 동포로서 얻은 것이...

임플란트를 시술 만 하는 의사 한테 갈때 참고...

총신대 교수들이 총장의 사퇴를 촉구[0]

한국교회언론회 반대 성명[0]

트럼프에게 한표를 던진다.[2]

언니를 구출해주세요[1]

솔직한 태도[0]

이벤트/공지사항

제43회 코리안퍼레이드 9월 24일(토) 오후 3시

한국일보 사업국 파트타임

한국일보음악대축제 사진공모전 당첨 발표

한국일보USA 통합 모바일앱

판매국 간부 직원 모집

취재 견습·경력 기자 모집

로커 셰릴 크로 “대선 운동 기
간 너무 길다” 청원

클린턴, 스페인어 TV토크쇼서
69세 생일상…라틴계 공략

팀버레이크 ‘대선 조기투표 인
증샷’ SNS 올렸다 불법 논란

“독일에 있는 최순실, ‘귀국해
모든 것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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