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6/2015 [미주한국일보] O1 비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901362 1/2

뉴스홈 > 경제 Tweet 0 0Like

O-1 비자

이동찬 / 이민 변호사

입력일자: 2015-02-12 (목)  

O-1 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분

야에서 대단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H-

1B 비자와는 달리 할당수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

다. O-1비자는 활동분야에 따라 O-1A와 O-1B로 세분화된

다. O-1A 비자는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운동분야 종사자 중

해당 분야의 대단한 능력 보유자에게 주어지며 O-1B비자는

영화계나 방송계에서 큰 성공을 했거나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신청을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O-1A 신청자는 본인이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운

동 분야의 대단한 능력자로서 전문성이 최상위권에 근접한 소

수자임을 증명해야한다. 대단한 능력은 노벨상과 같은 큰 상

을 받았거나 다음 8가지 중 적어도 3가지의 증거자료가 있어

야 한다. 1)자기의 전문분야에서 국가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받은 증거, 2)뛰어난 능력을 회원자격으로 요구하고 국

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협회의 회원증을 소유한 증

거 3)신청자에 대하여 적혀져 있는 전문잡지나 다른 주류 미

디어 4)다른 사람의 업적, 논문, 또는 작품을 심사한 기록 5)

자기의 전문분야에 큰 기여를 한 기록 6)전문잡지나 다른 주

류 미디어에 쓴 논문 7)이름난 협회나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 기록 8)자기의 특기분야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높은

임금을 받은 증거영화나 방송계를 통하여 O-1B 비자를 신청

하는 경우 신청자가 다른 영화/방송인과 비교했을 때 신청자가 가진 우위의 기술과 명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증

명하면 된다. 그리고 예술계통 O-1B 신청자는 본인이 예술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특별함이란 해당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동종예술 종사자보다 유명하거나 잘 알려

져 있는 정도의 명성을 뜻한다.

O-1B 비자는 아카데미상, Emmy, Grammy, Director’s Guild Award와 같은 국제적인 상을 받았거나 다음 6가

지중 적어도 3가지 증빙자료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1)명성이 있는 행사나 작품제작에 주요역할을 담당했던 증거 2)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증거 즉 신청

자에 대해 적혀져있는 잡지나 신문 3)명성 있는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자료 4)상업적으로 성공 했거

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성공평가를 받은 기록 5)비평가, 단체, 정부기관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은 증거 6)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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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은 증거.

O-1 신청서와 함께 준비해야할 것은 전문가의 소견서, 계약서, 미국 체류 중 일정표다. 소견서는 O-1 신청자가

속한 동종계 단체(노동조합 포함)나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로부터 받아야 한다. O-1 신청자가 영화나 방송 분

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면 소견서는 신청자의 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합당한 노동조합과 매니지먼트

단체로부터 하나씩 받아야 한다. 만약 합당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음을 신청자의 고용인이 증명할 시 노동조

합의 소견서는 없어도 된다.

계약서는 청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이 고용주인지 고용주가 지정한 대리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과 금액을 신청자가 수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체류 일정표

는 미국 체류 시작 날짜부터 마지막 날짜까지 신청자가 진행할 행사,공연, 일련의 활동을 상세히 제시하면 된다.

일정의 변화가 시시각각 변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활동에 변동이 없다면 이민국은 일정의 변화로 O-1 비자 소

지자의 체류 연장에 유연한 입장이니 계획한 것보다 일정이 늦게 끝나더라도 큰 걱정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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