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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한-미 정부가 체결한 '대학생 연수취업(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 시행으로 많은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교환 연수 비자(J Visa)를 받고 18개월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어학연수 (5개월)와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12개월), 그리고 여행(1개월)을 즐기며 미국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Challenge to USA 21’은 WEST 프로그램 지원자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대학생들
에게 좋은 일자리'를 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됐습니다. 저희는 또한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과 한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턴 사원을 채용하려는 미국의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NY Office
118-82 Metropolitan Ave #5B
Kew Gardens, NY 11415
Tel: 718. 846. 7997
917. 916. 7218
Fax: 718. 846. 7997

‘Challenge to USA 21’는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기간 중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키기
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어학 연수 가이드’, ‘미국 여행 100배 즐기기’ 등을 하나로
엮는 패키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 입니다. 또한 임대 주택 알선, 홈 스테이 정보

E-mail: contact@ctu21.org

제공 등을 통해 현지 정착을 도울 것 입니다.

Website: www.ctu21.org

뉴욕은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입니다. 국제 비즈니스, 예술, 문화 교육, 경제, 금융의
중심 입니다. 월스트릿 일대 증권사를 비롯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뉴욕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한국 학생들이 뉴욕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hallenge to USA 21/은 ‘뉴욕 토박이’ 입니다. 저희는 뉴욕시를 중심으로 메트로
폴리탄 지역 다양한 기업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Website & Catalogue
designed by

Airy Space

www.airyspace.com

또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 기업들과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hallenge to USA 21’을 통해 뉴욕에 도전하십시오. 젊은이들의 도전과 응전,
도약과 비상, 변화와 희망이 교차하는 아름다운 도시, 뉴욕에서 꿈을 펼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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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EW YORK?

Why New York?
뉴욕은 기회의 도시 입니다. 세계 문화, 교육, 경제, 금융의 중심입니다.
매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뉴욕으로 몰려옵니다.
월스트릿에서 증권사 직원이 되는 꿈,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가 되는 꿈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도시 ‘뉴욕’-. 세계인들이 뉴욕을 동경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뉴욕에는 월 스트릿을 중심으로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삼성, LG 등 뉴욕에 지사를 든 한국
기업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기업을 포함 뉴욕에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세계 각국 대학생들에게 인턴십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뉴욕으로 몰려드는 해외 우수 인재들이 글로벌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채를 통해 정규직원을 뽑지만,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실력과 인성을 인정
받으면 취업길을 안내하는 행운의 여신이 여러분을 향해 손짓 합니다.

세계의 수도인 뉴욕에서의 인턴십 경험은 여러분의 눈과 귀를 글로벌화
시킬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부딪히며 실무를 통해 주고 받는 영어는
생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지름길이 될 것 입니다. 기회의 도시
뉴욕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펼치십시오. “Challenge to USA 21”은
당신이 ‘American Dream’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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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O UT US

WHY ‘CHALLENGE TO USA 21’ IS YOUR BEST CHOICE?
‘Challenge to USA21’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지역
삼성 아메리카 등 한국계 지상사와 미국 대기업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파트너 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규모, 신용-재정상태,
지명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Host Company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교환 방문 비자(Cultural Exchange
Program Visa: J-1 Visa)를 받아야 합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부가 인가한 J-1 Visa 스폰서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통과 신용이 있는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지역 J-1 Visa 스폰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J-1 Visa 스폰서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인턴십 프로그램
신청서작성 부터 J-1 Visa를 받기까지 단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LIST OF THE POSSIBLE HOST COMPANIES
◇

삼성 아메리카 등 한국 대기업의 미 현지 법인

◇

뉴욕 타임스 등 미 주류 언론사

◇

광고회사

◇

AT&T 등 통신회사

◇

BNB Bank 등 은행 및 증권사

◇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등 정부 기관

◇

YMCA 등 비영리 단체

ART & DESIGN
뉴욕은 예술의 도시인 만큼 다양한 예능계 인턴십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Challenge to USA 21”은
미술, 디자인, 음악 십등 예술분야 인턴십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예술 분야
인턴십 지원자들에게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박물관, 갤러리, Musical
Theater, Design Firm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회계사, 건축설계사무소, 유통업계,
엔지니어 계통의 회사들

◇

South Pole등 재미 동포가 운영하는 패션 대기업

◇

Textile, and Fabric Design Studios

◇

Graphic, Industrial, and Interior Design Firms

◇

뉴욕시내 유명 레스토랑, and Food Decoration

◇

뉴욕 시내 유명 백화점,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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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오페라전용극장
뮤지컬 전용 극장,
아트 센터 겔러리
GRAPHIC, FABRIC, FASHION,
INDUSTRIAL, INTERIOR,
TEXTILE DESIGN

ABO U T C EO

76년 중앙일보-동양 방송(TBC)에 입사, 33년간 다큐 멘터리 제작 PD, 신문-출판기자,
편집-광고 국장등 매스 미디어의 전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로 미전역을 누비는 대륙 종-횡단 여행, 세계 50여 개국 탐사 여행등
모험을 하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과 식견을 높였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뉴욕 중앙일보
편집-광고 국장-사장(CEO) 등을 역임하면서 뉴욕에 진출한 한국계 유명 기업은 물론
미 주류 기업들과 긴밀한 네트워를 구축해 ‘아시안 취업 박람회’ 를 개최하는 등 젊은이를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 사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다양한 경험과 네트 워크를 활용해 한-미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한국의 젊은이 들이
세계무대로 진출할수 있도록 돕기위한 목적으로 ‘Challenge to USA 21’을 설립했습니다.

김창욱

CEO

"두려워 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회사 이름 “Challenge to USA 21”은 그의 도전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Résumé
학력

수상경력

1977: 고려대학교 국문과 졸

1979. 6: 한국 방송대상 국무총리상
TBC PD로서 환경오염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때를

1993. 7 - 1994. 7: 미 미주리대 저널리즘 스쿨 객원 연구원

추적한 다큐 맨터리” 백로들의 합창’ 제작
경력

1981. 9: 중앙일보 창간유공사원 공로상
인기연재물 ‘우리마을 최고야’ 대표 집필

1970. 5 - 1973. 3: 군(육군) 복무-만기 제대
1974.6 - 1976.10: 고려대학 신문 편집국장

1983. 9: 중앙 일보 창간유공사원 공로상
인기 연재물 ‘성씨의 고향’ 대표 집필

1976.10 - 1980. 9: 동양 방송(TBC)다큐멘터리 제작 프로듀서
1980. 9 - 1985. 4: 중앙 일보 사회부 기자

1990. 1.12: 중앙 일보 특종상
‘한-소 교류 본격화’(기사 단독 보도) 등 다수

1993. 3 - 1995. 5: 중앙일보 수도권부 차장
1995. 3 - 1996. 10: 중앙 일보 수도권 부장

1999. 8.15: 뉴욕주 Nassau County장 공로상
한-미 문화교류 지역사회 발전기여

1996. 10 - 1998. 11: 중앙일보 시사지 “월간중앙”부장-부국장
1998. 12 - 2003. 12: 뉴욕 중앙일보 편집국장, 광고국장
2004 - 2008. 12: 뉴욕 중앙일보 사장

저서
1982: 한국의 씨족사를 정리한 ‘성씨의 고향’(중앙일보 발간)
대표 집필
2002. 10: 뉴욕 중앙 일보 편집국장 재직시 9.11테러의 배경과
원인 등을 파헤친 넌 픽션 ‘테러리스트가 된 마마보이’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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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 SERVICES

1. WORK
●

인턴/트레이니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DOCUMENTS

갖추고 있는지 사전 심사합니다.
●

인턴십에는 유급과 무급의 2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가능한
유급 일자리를 알선하려고 노력합니다.

J-1 Visa를 받기까지는 다양한 공문서가
필요하며, 일부 공문서는 신청자/고용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

●

인턴 사원 채용 기업 지속적인 개발

●

J-1 Visa 신청-수속과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서
작성하는 일을 대행해서 도와드립니다.

CAREER DEVELOPMENT WORKSHOP >

◆

◆

◆

DS - 157
(Supplemental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

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효과적인 이력서와 고용주의 눈에 뛸 수 있는 Cover Letter

DS - 156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등을 돋보이게 하고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대인 관계를 발전

◆

DS - 7002
(Internship Placement Plan )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기간 중에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워크 숍을 개최 합니다. 이들 워크숍은 당신의 경력, 이력

DS - 2019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Status)

◆

DS - 157
(Contact Information and Work History)

(간단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지도
◇

영어인터뷰 요령과 에티켓 지도

◆

인터뷰 드레스코드의 중요성 지도

◆

Host Company Agreement
with Employment

2. STUDY
인턴십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동료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생활 & 전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입니다.

STUDY
INFORMATION
PROVIDED
• 학원 위치

뉴욕의 많은 대학교, 개인학원 등은 직장인을 위한
다양한 주말-저녁 영어 수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원별 특징

저희는 뉴욕에 위치한 이들 어학원 관련 다음과 같은

• 대중 교통 이용 안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수강료
• 강좌 종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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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 SERVICES

3. TRAVEL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Challenge to
USA 21”은 여러분들께 고생스러운 여행을 추천합니다. 개성이 없는 젊음은

SPECIALIZED ART TOUR

가치가 없는 젊음 입니다. 차별화 되고 특별한 여행을 위해 개별적으로

뉴욕은 미술, 음악, 디자인, 뮤지컬,

여행계획을 짜는 일도 도와드립니다. 미국은 거대한 대륙 입니다. 광활한

패션 등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예술의

대륙을 누비는 미국 여행은 스릴 넘치는 또 다른 도전, 일생 동안 잊혀지지

도시 입니다. ‘Specialized Art Tour’ 는

않는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뉴욕이 발산산하는 다양한 예술적

Travel 서비스는 형식적인 여행 정보가 아니라 살아 있는 유익한 여행 정보를
제공 합니다. 저의 회사 스탭들이 전세계를 누빈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
코스, 방법, 경비, 숙박시설 등과 관련된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패키지 투어 입니다. 이 투어는
여러분의 문화적 눈높이를 높여
주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입니다.
• Brooklyn 지역 Dumbo에서 젊은
아티스트들이 작업하는 스튜디오
방문

'Challenge to USA 21' 이 추천하는
나만의 특별한 여행 방법!
• 그레이 하운드, 암트랙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미국 종단+횡단 시도.
• 달리는 호텔 RV(Recreational Vehicle)를 타고 유명
국립 공원, 역사 유적지 탐방 등 미서부 여행 도전.

• 미술 겔러리가 밀집한 Soho, Chelsea,
Upper East Side, 와 제2의 Chelsea
로 떠오르고 있는 Lower East Side 탐방
• MoMA, The Metropolitan Museum,
Guggenheim Museum,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등 뉴욕시내
미술 박물관 방문, 설명 투어

• 미 서부의 Grand Canyon, Yosemite National Park,
& Yellowstone 등이 보여주는 신비스럽고 장엄한
자연 경관은 전율과 감동을 안겨줄 것 입니다
• 국립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바비큐-캠프파이어
등을 즐기며 추억을 만드는 배낭여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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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도시 뉴욕에서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인턴십을 시작하는 것은 젊은 날의 큰 도전
입니다.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미국 땅에
발을 내 딛는 순간부터 임대 주택 구하기, 대중
교통 노선 익히기,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

LIVING
ARRANGEMEN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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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 J.F.K 공항 도착시 픽업 서비스
• 교통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
임대 주택,홈스테이(가정 민박) 알선

등 뉴요커가 되기 위한 생소한 작업을 벌여야

• 자동차 운전 면허증+Social Security
Number 취득 방법 지도

합니다. “Challenge to USA 21”은 뉴욕 토박이로서

• 응급 사건/사고 발생시 긴급 지원

여러분들의 빠른 정착을 돕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실시 합니다.

• 인턴십 진행 과정 체크 리뷰

INTERN / TRAINEE
ELIGIBILITY

INTERN / TRAINEE 자격요건
인턴 프로그램에는 2가지 타입이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요건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J-1 INTERN ELIGIBILITY

J-1 TRAINEE ELIGIBILITY

인턴 자격요건

트레이니 자격 요건

▪ 종합대학교 4학기(전문대: 2학기)이상 수료한자
또는 졸업한지 1년 미만 인자

▪ 석사, 박사 학위 또는 전문 기술 자격증 소지자

▪ 읽기, 쓰기, 말하기 등 영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자

▪ 종합대학교 졸업 후 12개월 이상 트레이닝을
원하는 분야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자

▪ TOEFL 점수 600점(Written Test) or 250점
(Computer Test)이상/ TOEIC 점수 800점 이상인 자

▪ 고교 졸업 후 5년 이상 트레이닝을 원하는 분야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자.

▪ J-1 Visa Sponsor기관과의 In-Person or Web
Camera(skype)을 이용한 회화 능력 측정, 인터뷰를
통과한 자

▪ 읽기, 쓰기, 말하기 등 영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자
▪ TOEFL 점수 600점(Written Test) or 250
(Computer Test)이상/ TOEIC 점수 800 이상인 자

▪ 미국 체류기간 중 스폰서 기관이 요구하는 재정
능력을 갖춘 자

▪ J-1 Visa Sponsor기관과의 In-Person or Web
Camera(Skype)을 이용한 회화 능력 측정, 인터뷰를
통과한 자
▪ 미국 체류 기간 중 스폰서 기관이 요구하는 재정
능력을 갖춘 자

Contact Us / NY Office

VISA / DS FORMS / SEVIS

J-1VISA?
미 국무부는 1961년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인턴/트레이니 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서 인턴 또는 트레이니 자격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 국무부가 인가한 J-1 Visa 스폰서 기관을 통해 DS-2019(Certificate of Eligibility)
양식을 발급 받은 후 이를 미 대사관에 제출해 J1 visa를 받아야 합니다. J-1 Visa의 유효
기간은 3-18개월까지, J-1 Visa를 받기까지 전체 수속 기간은 7~8주 정도 소요 됩니다.

J-1 VISA SPONSOR?
J-1 Visa Sponsor란 미 국무부의 인가를 받고 Cultural Exchange Visitor Program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J-1 Visa를 받는데 꼭 필요한 인턴 자격 보증서(Form DS-2019)를 발급하는 고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Challen.ge to USA 21’는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내 유명 J-1 Visa 스폰서 기관과 업무 협정을 체결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모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권위 있는 비영리 기관들 입니다. 우리는 이들 기관의 스태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인턴십 지원자들 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ORM DS - 2019?
미 국무부에서 인가한 스폰서 기관에서 발급하는 인턴/트레이니 자격 증서(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말합니다. 미국부가 인가한 미국 내 각스폰서 기관은 인턴십 지원자의 학력, 경력
등이 미국정부가 정한 자격 요건에 맞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한 후 'Form DS-2019'를 발급 합니다.
미 대사관에서 J-1 Visa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신청서와 함께 ‘DS-2019’를 제출해야 합니다.

SEVIS?
SEVIS란 미국정부의 교환 방문자 정보관리시스템(System of Exchange Visitor Information)입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9.11 이후 테러 예방을 위해 모든 교환 방문 자들의 신상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에 J-1 Visa를 신청할 때
SEVIS Fee($180)를 지불하고 미국 도착 후 20일 내에 SEVIS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 미국 체류 기간
중 주소를 변경했거나 사건/사고를 당했을 경우 J-1Visa Sponsor를 통해 이를 꼭 보고해야 합니다.

Contact Us / NY Office

P R O C ES S

신청 절차
1

‘Challenge to USA 21’은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자들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스폰서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인턴십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부터 J-1
Visa를 받기까지 전 과정이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온라인 지원서&이력서제출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자가 이력서와 함께 지원서를 신청하면 ‘Challenge to USA 21’은
신청자의 학력, 전공 분야 등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이력서와 신청서를 J-1 Visa 스폰서 기관으로 보냅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J-1 Visa 스폰서 기관이 신청자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본적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사본 (인턴십 기간 완료 시점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
• 재학 증명서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 여권용 사진 (2장)
• 부모 등 보증인의 은행 잔고 증명 등 재정 보증 서류
• 대학 졸업장, 수료장 or 학위 증서 사본
• 최고 5백 단어 분량의 에세이 (인턴십 관심 분야, 지원 이유-목적 등 설명)
• 고용주에게 보내는 자기 소개서(General Cover Letter)
• 이력서(1Page 분량=학력-경력 등 기록)

3

인터뷰
• 신청자가 모든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해 보내면 'Challenge to USA 21'은 J-1 Visa

스폰서 기관과 협의, 영어 구사 능력 측정을 위한 인터뷰 일시 등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 한국 등 해외거주자의 인터뷰는 Video Conference or Web Camera(Skype) 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4

Host Company + 일자리(Job Placement) 결정
일자리 결정은 인턴십 성공 여부를 결정 짖는 가장 중요한 절차 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Host Company 인사 책임자를 직접 만나 신청자의 전공, 적성 등이 회사가 배치하려는 자리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최종 일자리를 결정합니다.

5

수속 비용 납부
수속 비용은 J-1 Visa Sponsor기관에 따라 또는 Express Service등 수속 진행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폰서 기관이 결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모든 수속 비용은
‘DS-2019 Form’을 발급하기 이전에 지불 해야 합니다. 수속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J-1 Visa Sponsorship

• Host Company & 유급 일자리 알선

• DS-2019 등 각종 정부 양식 발급 인지대

• 자기소개서(Cover Letter) & 이력서 작성 방법 지도

• 인턴십 신청서 이력서 작성 지원

• 효과적인 인터뷰 방법 지도

• 지원자 자격 검토

• 임대 주택 알선 등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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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 보험 가입
모든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는 개별적으로 J Visa 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HTH Worldwide Monthly Premium

Under Age 24: $62.20
Age 25-30: $82.00
Age 31-40: $104.00

7

고용주와 협의, 인턴십 트레이닝 플랜 양식 (DS-7002) 발급
트레이닝 플랜(DS-7002)이란 인턴십 지원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을

DS-7002

세우는 것 입니다. 우리는 고용주와 협의해 이 양식을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보냅니다.

8

고용주와 지원자가 고용 조건에 합의하는 동의서 발급
J-1 Visa Sponsor 기관이 발급하는 이 동의서는 고용주와 신청자가 사인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 됩니다.

9

Form 'DS-2019' 양식 발급-지원자에게 발송
J-1 Visa 스폰서 기관에서 발급하는 'DS-2019' 양식은 지원자가 충분한 인턴/트레이니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하는 증서(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말합니다.

10

주한 미대사관에 J-1 인턴 비자 신청-인터뷰 날짜 결정
• J-1 Visa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신청서와 함께 'DS-2019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이민비자 수속비($131)와 ‘SEVIS I-901’ 등록비($180)를 지불해야 합니다.

11

CONGRATULATION!!! J-1 Visa 수령-출국
모든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는 미국 입국 때 공항에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Passport with J-1 Visa
• Form DS-2019
• I-94 card(미 입국 신고서)
• Host Company Agreement with Employment(고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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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OST COMPANIES

인턴 고용 회사의 이점
◊ Social Security Tax 와 Unemployment Tax가 면제되므로 경비가 절감됩니다.
◊ 인턴 지원자가 자기 부담으로 건강보험/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보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인턴 고용 수속은 스폰서 기관에서 대행하며 수속 과정에서 일체의 경비/비용 등이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턴/트레이니 고용 자격 & 보충 서류
◊ 정식으로 EIN 번호를 받아 영업을 하는 회사나 비영리 기관은 모두 인턴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턴 채용 업체는 종업원상해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olicy)
사본과 D-U-N-S & Bradstreet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 D-U-N-S & Bradstreet 번호란 소기업의 재정, 신용상태 등 기업관련 정보를 전문
관리하는 기관에 등록된 고유의 일련 번호(Unique Nine-Digit Sequence) 입니다.
이 번호를 받으려면 웹사이트(http://www.dnb.com/us)를 이용해 D&B 번호를 신청
하십시오. 무료와 유료서비스중 한가지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빠른 수속을 원할경우
Online Payment를 통해 수수료 ($40.95)를 지불한 후 Express Service를 신청하면
1 주일일내 E-mail로 D&B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정부의 Internship Program 관련 더욱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음 웹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http://exchanges.state.gov/jexchang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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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Q

FA Q
1. J Visa의 유효 기간은?
지원 분야에 따라 달라 집니다. 인턴 사원은 최대 12개월,
트레이니 사원은 18개월 입니다. 여름방학을 활용하는
Summer 인턴은 3개월입니다.

2. 인턴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
인턴기간을 마친 시점에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새로운 트레이닝 플랜을 작성-제출-승인 받으면 12개월의
인턴직을 새로 시작 할 수 있습니다.

3. 트레이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
1차 트레이니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이후 최소 2년간을 해외에서 거주하면 다시
트레이니 프로그램에 참가 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미국 입국 때 공항에서 어떤 서류를 제시해야 하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다음 서류를 제시 해야 합니다.
• DS-2019 form (인턴 자격증서)
• Passport with J-1 Visa
• Host Company Agreement with Employment (고용 동의서)
• I-94 card (입국 신고서)

5. 고용주가 인턴의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미국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자기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때문에 고용주는 건강보험료를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DS-2019'양식이란?
미 국무성이 인가한 특정 J-1Visa Sponsor 기관이 발급하는
인턴 자격증명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말합니다.
J-1 Visa Sponsor 기관은 신청자의 학력, 경력 등이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검토하고 'DS-2019' 양식을 발급합니다.

7. J-1 Visa 인턴도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를 받아야 하나?
미국에서 운전면허 취득 등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고용주와 협의해 사회보장 번호를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8. J-1 Visa 인턴은 Social Security Tax를 내야 하나?
인턴/트레이니를 고용하는 기업은 IRS 규정에 의거해서
Social Security Tax가 면제됩니다. 또 FUTA(연방 실업 세금)
도 면제됩니다.

Contact Us / NY Office

9. J-1 Visa 유급 인턴은 소득세(Income Tax)를 내야 하나?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더라도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다.

10. 인턴/트레이니 훈련 기간중 배우자나 자녀들의 동반이
가능한지?
배우자나 자녀들은 J-2 Visa를 통해서 동반 수속이
가능합니다. J-2 Visa 소지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동반여행도 가능합니다.

11. 미국 현지 정착 과정에서 스폰서 기관은 어떤 도움을 주나?
임대아파트 결정 등 미국 생활에 필요한 일은 인턴 개인이
책임지고 처리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저희가
숙소 결정 등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2. J Visa로 인턴은 일주에 최소한 몇 시간을 일해야 하나,
오버타임 근무도 가능한가?
일주에 최소한 32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오버타임 근무도
가능하며 이 경우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J-1 Visa 인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
‘Challenge to USA 21’은 가능한 유급 인턴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 인턴이 보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J-1 Visa 인턴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유급 인턴의 경우 교통비등의 명목으로
월 $500-$1,500정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14. J-1 Visa 인턴 자격으로 공부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학 연수용 F1비자로 입국한 학생처럼 풀 타임 어학연수
등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15. J-1 Visa 인턴은 미국 여행을 하는데 어떤 제한을 받는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허가할 경우 자유롭게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16. J-1 Visa 트레이닝 기간이 끝났을 경우 얼마 정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
최고 30일까지 연장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귀국준비를
하거나 여행을 할 수는 있지만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APPLICATION
FOR APPLICANTS

INTERNSHIP REQUEST APPLICATION (FOR APPLICANTS)
Name:

Gender:

Date of Birth:

/Day

/Month

Male

Female

/Year

Permanent Address(Home Address):
City:

ZIP Code:

Country:

Country of Birth:

Citizenship:

Passport Number:

Experation Date:

/Day

/Month

/Year

Country In Which Passport Was Issued:
Marital Status(Please check one):

/Single

/Married

Telephone Number:

Additional Tele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Address:

Educational Background
University:

Major:

Graduation Date:

/Month

TOEFL Score:

/Year

Completion Date:

TOEIC Score:

/Month

/Year

GPA Score:

Desired Company & Career Field:
Desired Work Start Date:
Desired Stipend:

$

Duration:
/hourly

$

/weekly

/Months
$

Comments:

Provided by
Printed Name:

Contact Us / NY Office

Signature:

Date:

/monthly

APPLICATION FOR
HOST COMPANIES

INTERNSHIP REQUEST APPLICATION (FOR HOST COMPANIES)
Company Name:

CEO:

Type of Business:

E.I.N #:

Workman’s
Compensation Insurance #:

Dun&Bradstreet #:

Address:
Website:

E-mail Address:

Company’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Supervisor’s Title&Name:
Current Number of Employees:

Annual Revenue:

Business Since:
Job Position:

Number of Internship Positions:

Start Date:

Duration:

Total hours of work per week:
Stipend: $

/hour

hrs/week
$

/week

/Months
Overtime:

$

Job Description(in English or Korean):
Comments:

Provided by
Printed Name:

Position:

Date:

Signature:

Contact Us / NY Office

/month

/Ye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