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3/2015 [미주한국일보] 학생비자 STEM OPT 연장 규정

http://www.koreatimes.com/article/940512 1/3

뉴스홈 > 경제 Tweet 0 0Like

학생비자 STEM OPT 연장 규정

이동찬 / 이민 변호사

입력일자: 2015-09-10 (목)  

이민국은 F-1 학생들에게 공부를 마치고 12개월 동안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연수기간을 가지도록 허락

한다.

F-1 학생들은 OPT 연수기간 동안에 H-1B 비자로 신분변경

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가 F-1 학생을 OPT 연수기간동

안 고용하고 F-1 학생이 계속 필요하다면 H-1B 취업비자 스

폰서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H-1B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법에 정해진 H-1B 비자의 할당수보다 신청자의 수가 많아 이

민국은 Lottery 제도를 도입했고 오직 당첨된 H-1B 비자 신청

자만 이민국에서 서류심사를 받게 된다.

2004년부터 H-1B 비자의 할당수가 신청자 수에 비해 심각하

게 부족했으므로 이민국은 기술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외국

인 인력을 유지하기위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과 관

련된 학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OPT 연수기간을 17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STEM OPT 규정을 2008년에 발표했었

다. 그러므로 과학, 기술, 공항, 수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총

29개월을 OPT규정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었다.

그러나 2015년 8월 12일 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 v. DHS 케이스에서 연방법원은 2008년

부터 시행한 STEMOPT 연장 규정을 무효화했다. 연방법원은 2008년에 이민국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을 때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 일반 국민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통보

하고 국민들로부터 논평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

2008년의 STEM OPT 연장 규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연방법원에 의해 무효화 되었지만 연방법원의 판결은 앞

으로 OPT를 확장하려고 하는 이민국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원고 측은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많은 H-1B 법을 이민국이 피해가기 위해 이민국에서 이민법에 없

는 OPT를 허가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연방법원은 F-1 유학생들에게 OPT를 허가하는 이민국의 권한은 오히려

지지했다.

많이 본 기사

스탠퍼드 경영대의 뒤얽힌 불륜 막장 ...

70대 한인할머니 납치 피살

“정관장 가짜 조심하세요”...

할리우드의 보톡스 최고 의사, 70세...

예순여덞 딸에게 줄 꽃신 들고 금강산...

아파트 베란다 10곳 한꺼번에‘와르르...

다우니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채 ...

한국인 취업이민 신청 폭증...

420채 규모 대형 주택단지로 개발...

한국, 잉글랜드와 0-0··· 조1위...

1/5

어떤 차가 최고의 친환경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이브리드

클린 디젤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PGA Tour
...

...

...

...

사회 경제 자동차 스포츠 라이프 연예 문화 사설/칼럼 영문기사 라디오서울

      종합 생활경제 타운비즈니스 생활법률 증권 상담코너 부동산[NEW]신차 소식과 트렌드를 한 눈에! 알고싶은 자동차 관련 정보만 쏙쏙!

전자신문 | 안내광고 | 한인업소록 | 열린마당

Los Angeles New York Washington DC San Francisco Seattle Hawaii Chicago Philadelphia Atlanta V ancouver Toronto 회원가입

http://survey.questionmarket.com/surv/1456440/ai_start.php?site=6224&from_ec=0
http://www.koreatimes.com/lib/banner_action.php?banner_url=http://www.koreatimes.com/promotion/app/&banner_id=article&banner_ad_id=20150706
http://www.koreatimes.com/
https://twitter.com/intent/tweet?original_referer=http%3A%2F%2Fwww.koreatimes.com%2Farticle%2F940512&ref_src=twsrc%5Etfw&related=koreatimesus&text=%5B%EB%AF%B8%EC%A3%BC%ED%95%9C%EA%B5%AD%EC%9D%BC%EB%B3%B4%5D%20%ED%95%99%EC%83%9D%EB%B9%84%EC%9E%90%20STEM%20OPT%20%EC%97%B0%EC%9E%A5%20%EA%B7%9C%EC%A0%95&tw_p=tweetbutton&url=http%3A%2F%2Fwww.koreatimes.com%2Farticle%2F940512&via=koreatimes
https://twitter.com/search?ref_src=twsrc%5Etfw&q=http%3A%2F%2Fwww.koreatimes.com%2Farticle%2F940512
javascript:scaleFont(1);
javascript:scaleFont(-1);
javascript:PrintOpen(940512)
javascript:EmailOpen(940512)
http://www.koreatimes.com/article/948979
http://www.koreatimes.com/article/948716
http://www.koreatimes.com/article/948805
http://www.koreatimes.com/article/948902
http://www.koreatimes.com/article/948978
http://www.koreatimes.com/article/948995
http://www.koreatimes.com/article/948723
http://www.koreatimes.com/article/948722
http://www.koreatimes.com/article/948694
http://www.koreatimes.com/article/948977
http://www.koreatimes.com/lib/banner_action.php?banner_url=http://www.koreatimes.com/section/autos?tm_link=seo_bc_name&banner_id=LAM2&banner_ad_id=20150309
javascript:;
javascript:;
javascript:;
javascript:;
javascript:func_MenuMore();
http://www.koreatimes.com/section/92?menuname=%EC%A2%85%ED%95%A9/%EC%82%AC%ED%9A%8C
http://www.koreatimes.com/section/93?menuname=%EA%B2%BD%EC%A0%9C
http://www.koreatimes.com/section/autos
http://www.koreatimes.com/section/94?menuname=%EC%8A%A4%ED%8F%AC%EC%B8%A0
http://www.koreatimes.com/section/96?menuname=%EB%9D%BC%EC%9D%B4%ED%94%84
http://www.koreatimes.com/section/97?sSecId2=119&menuname=%EC%97%B0%EC%98%88
http://www.koreatimes.com/section/109?menuname=%EB%AC%B8%ED%99%94
http://www.koreatimes.com/section/126?menuname=%EC%82%AC%EC%84%A4/%EC%B9%BC%EB%9F%BC
http://www.koreatimesus.com/
http://www.radioseoul1650.com/
http://www.koreatimes.com/section/93?menuname=%EA%B2%BD%EC%A0%9C
http://www.koreatimes.com/section/93?sSecId2=101&menuname=%EC%83%9D%ED%99%9C%EA%B2%BD%EC%A0%9C
http://www.koreatimes.com/section/93?sSecId2=101&sSecId3=22&menuname=%ED%83%80%EC%9A%B4%EB%B9%84%EC%A6%88%EB%8B%88%EC%8A%A4
http://www.koreatimes.com/section/93?sSecId2=240&menuname=%EC%83%9D%ED%99%9C%EB%B2%95%EB%A5%A0
http://www.koreatimes.com/section/93?sSecId2=215&menuname=%EC%A6%9D%EA%B6%8C
http://www.koreatimes.com/section/93?sSecId2=133&menuname=%EC%83%81%EB%8B%B4%EC%BD%94%EB%84%88
http://www.koreatimes.com/section/93?sSecId2=202&menuname=%EB%B6%80%EB%8F%99%EC%82%B0
http://www.koreatimes.com/section/autos
http://epaper.koreatimes.com/
http://ads.koreatimes.com/
http://yp.koreatimes.com/
http://www.koreatimes.com/board/index.php?board_no=1
http://www.hankooki.com/
http://news.hankooki.com/
http://www.radioseoul1650.com/
https://www.facebook.com/koreatimes
https://twitter.com/koreatimes
http://www.koreatimes.com/lib/banner_action.php?banner_url=http://www.koreatimes.com/promotion/app/&banner_id=article&banner_ad_id=20150723
http://www.koreatimes.com/lib/banner_action.php?banner_url=http://www.greatparkneighborhoods.com/?utm_source=KoreaTimes&utm_medium=250x250Banner&utm_campaign=PostGrandOpeningKT&banner_id=M4&banner_ad_id=20141219
http://www.koreatimes.com/
http://www.koreatimesus.com/
http://www.koreatimes.com/lib/banner_action.php?banner_url=http://hmart.com/&banner_id=T1&banner_ad_id=1212
http://www.koreatimes.com/lib/banner_action.php?banner_url=http://www.janechunglaw.com&banner_id=T2&banner_ad_id=20150601
http://www.koreatimes.com/
http://ny.koreatimes.com/
http://dc.koreatimes.com/
http://sf.koreatimes.com/
http://www.koreatimes.com/local/seattle?branch_name=se
http://www.koreatimes.com/local/hawaii?branch_name=hw
http://www.chicagokoreatimes.com/
http://www.philakorean.com/
http://www.higoodday.com/
http://www.ikoreatimes.com/
http://www.koreatimes.net/
http://www.koreatimes.com/member/member_register_step1.php
http://www.koreatimes.com/member/login.php


10/23/2015 [미주한국일보] 학생비자 STEM OPT 연장 규정

http://www.koreatimes.com/article/940512 2/3

사회 자동차 경제 스포츠 연예 라이프 문화

작은 분노가 ‘비극의 씨앗’

처방전 없이 컬러 컨택트렌즈 판 한인업주 6명 등 10개

‘팍 라브레아 아파트’안전한 곳 맞아?

철로 깐 ‘대규모 마약 땅굴’ 멕시코 국경서 발견

최저임금 미지급·임금체불 주 노동청·검찰“강력 단속”

관광버스-트럭 충돌 최소 43명 사망

프랑스 남부의 와인 산지로 유명한 보르도 인근 퓌스갱의 지방도

로에서 나들이를 가던 은퇴 노인 49명을 태운 ..

아파트 베란다 10곳 한꺼번에‘와르르’

중국에서는 아파트 베란다 10곳 한꺼번에 붕괴돼 최소 1명이 사

망하는 등 5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발생했..

LA 지역 연방의원이‘메츠 로고송’부른 이유는

남가주 버뱅크가 지역구인 애덤 쉬프 연방하원의원(민주)이 23

일 연방 의회 연단에서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의 ..

Arrowhead®
Water Delivery

Get Up to $50 Off Plus Free
Delivery on Arrowhead

Water!

지난 70년 동안 의회에서 F-1법과 H-1B 법을 여러차례 수정하였지만 의회는이민국이 F-1 학생들에게 OPT를

허용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그 것과 관련 이민법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이 OPT 연수기간을 F-1 유학생들

에게 주는 것은 이민국의 타당한 F-1 법안의 해석이라는 것이다.

연방법원은 2008년 STEM OPT 규정을 무효화 하는 법원명령의 시행을 2016년 2월 12일까지 연기했다. 그동안

이민국에서 새로운 규정을 국민들에게 통보하고 논평을 받으라는 법원의 의도이다.

연방법원의 판결 전에도오바마 정부는 OPT 규정을 개정한다고 2014년 11월Memo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Charles Grassley 상원의원의 2015년 6월 8일 편지에 의하면 새로운 OPT 규정은 STEM OPT 연장기간을 17개

월이 아닌 24개월로 늘리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과 관련 새로운 학위를 받으면 12개월 OPT연수기간

후에 다시 24개월 STEM OPT로 연장신청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새로운 STEM OPT연장 규정이 2016년 2월12일까지 국민들에게 통보되고 논평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시행

된다면 현재 H-1B 비자의 할당수가많이 부족하더라도 STEMOPT 규정은 기술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

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에서 그 학생들을 고용하므로 미국의 기술분야에 많은 도움이 되고 미국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

연방법원은 2008년 STEM OPT 연장 규정을 무효화 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STEM OPT 연장 규정을 시행하는데

는 도리어 도움이 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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