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돈 벌면서 일 배우고, 미국 문화도 체험…일석 3 조 ]

CTU21은 미국의 한국계, 외국계 회사등 100여개의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주로 근무기간이 6~18 

개월인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장기 인턴십 참가자 들은 글로벌 산업현장 에서 

매월 $1,400(연봉: $16,800)~$2,000(연봉: $24,000)정도의 보수를 받으면서 전공 관련 전문 지식, 

기술등을 배웁니다. 또 다민족 사회인 미국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와 감각을 갖추게 됩니다.

[ 산업 훈련 관리공단의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혜택 ]

CTU21의 장기 인턴십 참가자는 산업 훈련 관리공단 에서 지급 하는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300 만원)

을 받을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공단은 해외 인턴으로 12 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연봉 1,500 

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절차는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해외 취업, 창업 꿈꾸는 청년들의 멘토 역할 ]

CTU21의 김창욱대표는 고용 노동부가 운영하는 K-Move 팀의 미주지역 멘토로 선정돼 해외취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TU21은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인턴십

을 마친 참가자들 에게 미국 기업의 정규 일자리를 소개하고, 전문직 취업 비자(H1-B)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최장 6년까지 일할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안전, 생활 관리 ]

CTU21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뉴욕본사 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 생활 

관리가 가능 합니다. CTU21 은 참가자들 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국전 오리엔 테이션/공항 픽업/교통 편리하고 안전한 숙소 알선/분기별 훈련 내용, 동향 

체크/ 미국 여행 가이드/응급 사건, 사고 발생시 긴급 지원]

[ 거품 없는 인턴십 프로 그램 참가 비용 ]

CTU21의 인턴십 참가비용은 거품이 없습니다. 단기 인턴십 참가 비용(6주 기준)은 다른 에이전시

보다 $1,000 이상 낮습니다.

CTU21은 2009년 부터 한국의 10여개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장/단기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 총 5백여명에게 글로벌 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기회를 제공하고, 

J-1비자 수속을 대행 했습니다. 단기 인턴십및 자원 봉사 프로그램 참가자는 1백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CTU21의 인턴십 프로 그램 참여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북대/ 경기대/ 가천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상명대/ 숙명여대/ 연세대/ 인천대/ 이화여대/ 한양대/ 한동대 <가나다 순>



J-1 Visa Sponsor Organization 은 미 국무부의 

인가를 받고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의 스폰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심사한후 J-1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인턴 자격 증명서인 DS-2019를 발급합니다.  

CTU21은 미국의 유명 J-1 비자 스폰서 기관과 업무 

협정을 체결 하여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1비자 프로그램은 교육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인

Exchange Visitor Program 입니다. 미 국무부는 

1961년부터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6~18

개월동안 급여를 받면서 전공 관련 업무, 기술등을 

습득하고 미국 문화를 배울수 있도록 허용하는 J-1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J-1비자를

받기까지 전체 수속 기간은 8주 정도 소요 됩니다.

*1차 모집 정원 미달시 연장, 트레이니는 수시 지원 할수 있음, 전문직(H1-B) 지원은 매년 1월 접수

[ 인턴 지원자 서류접수 마감일 ] 

4년제 종합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이거나 

졸업후 1년 미만인자 

(최장 근무 가능 기간: 12개월)

4년제 종합 대학 졸업후 1년 

이상 전공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최장 근무 가능 기간: 18개월)

트레이니 
(TRAINEE)

전문직
(H1-B)취업

[ J-1 비자 인턴, 전문직 장기취업 지원 자격 및 근무 기간 ]

프로그램

지원 자격

&

근무 기간 

인턴 
(INTERN)

취업 하기 원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자, 아니면 

동등한 경력이 있는자

[ J-1 비자 인턴십 프로그램 수속비용 ]

[ 지원 문의 ]

이메일: changwk@ctu21.org 

전화: 뉴욕) 1. 917. 916. 7218     서울) 010. 2263. 7268

웹사이트: www.ctu21.org

   -1차 접수마감:

매년 5월 15일

-2차 접수마감:

매년 5월 30일

-1차 접수마감: 

  매년 10월 15일

-2차 접수마감: 

  매년 10월 30일

수속비용은 인턴십 기간과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매년 4월 고용주가 미이민국

(USCIS)에 H1-B비자 신청 함 

(최장 근무 가능 기간: 6년)



매년초 온라인 신청서와 이력서 제출

CTU21, 전화 또는 Skype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 실시

CTU21의 미국 거래 은행 

계좌로 수속비 송금

고용 회사(Host Company)

와 Skype 인터뷰 실시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발급

매년 4월 미이민국에 

H1-B 비자 신청

미 이민국에서 지원자 대상 

추첨 실시 합격자 선발

주한미 대사관에 H1-B 비자 

인터뷰 신청

H1-B 비자 취득

수속 진행 속도에 따라 예정보다 1~2

개월 정도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음

DS 2019

온라인 신청서와 이력서 제출

CTU21, 전화 또는 Skype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 실시

CTU21의 미국 거래 은행 

계좌로 1차 수속비 송금

고용 회사(Host Company)

와 Skype 인터뷰 실시

고용 회사(Host Company)

와의 인터뷰 합격 여부 

확인후 2차 서류 제출

J-1 비자 스폰서 기관 에서 영어 

실력 테스트-Skype 인터뷰 실시

2차 수속비 송금

J-1비자 스폰서 기관에서 비자 

신청시 필수 서류인 인턴자격 

증명서(DS-2019) 발급

주한미 대사관에  J-1비자 

인터뷰 신청, J-1비자 취득

출국

1차

2차

수속 진행 속도에 따라 예정보다 일주일 

정도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음

contact@ctu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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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주관 기업 소개 

와 지원자에 맞는 

인턴십 포지션 배정

인턴십 프로그램

문화 이벤트 진행

여행자 보험 가입

한국-미국 왕복 

항공권(1회 경유)

1인1실 or 2인1실 기준

으로 조식 제공/취사 가능

-J.F.K 공항 도착시 픽업 서비스 

-회사 인근 지역 교통 편리하고 

  안전한 숙소 알선 

-응급 사건/사고 발생시 긴급 지원

-효과적인 이력서와 커버레터 

  작성 방법및 영어 인터뷰 실력 

  향상 지도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 오페라 

감상, 메트로 폴리탄등 박물관 방문, 

유엔 투어등 문화 이벤트 2~3회 실시

-CTU21 프로그램 참가 비용

 (6주 기준)은 다른 에이전시와 

 비교시 $1,000이상 낮습니다.

인턴십과 자원 봉사 프로그램중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온라인 지원서와 이력서를 CTU21에 

이메일로 제출

-CTU21에서 지원자의 이력서등 

  서류를 심사한후 개별 상담

-합격자 선발/예비 오리엔테이션 실시

-한국 <-> 미국 왕복 항공권

  (1회 경유) 구입

-여유있게 해당 프로그램 

  시작 며칠전 뉴욕 도착

*숙박비, 조식 제공등의조건은 
 숙소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항공권은 지원자가 직접 구매 가능함 

미국 뉴욕(맨하탄 중심) 

뉴저지 지역

6주, 8주, 12주중 선택 가능 

여름 방학 인턴: 매년 7월초      

겨울 방학 인턴: 매년 1월초

미국/한국계 기업, 비영리 기관, 

미의회 의원 사무실

(유급 인턴 모집회사 리스트 참조)

무급  기준

기업에 따라 식비 또는 교통비 지급

기간 활동 

내역

-취업 대비 전공 관련 직업 발전 워크샵

  (Career Building Workshops) 실시

-다인종 사회인 뉴욕에서 다양한 문화, 관습 체험 기회 부여

-국제 비지니스 관련 직장내 효과적인 소통 방법

  (Communication Skills), 생활 에티켓, 조직 문화등 배우기

-취업 대비 자신의 경력, 능력 소개 하는 국문/영문 이력서 

  작성 능력 향상

인턴십 

기관

급여 

수준

출국 

시점

지역

-프로그램 참여(6주): 금융, 패션,      

 언론등 전공 관련 업무 습득 하거나 

 기관에서 자원봉사 실시

-미국 문화 체험: 오페라,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 메트로폴리탄등의 미술 

 박물관 방문, 맨하탄 야경 유람선 

 투어등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