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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회 생일‘생애 마지막 설교’
“쌀 매일 먹어도 걱정할 수준 안

O 비자 (예술인/특기자/공연자 비자)

‘이자 온리’모기지 폐지
개스값 2달러대 ‘가능성’

이동찬 이민 변호사

50대 한인 돈 챙겨 잠적
입력일자: 2013-10-31 (목)

“땀과 눈물, 교회와 주님위해”
헬기로 관광 중 바다에 투신자살

O 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과학, 예술, 사업, 운동, 또는 영화나 방송계에서 국내/외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사람

‘풍수’ 주택판매 때 활용해 보세

에게 미국 임시 체류를가능하게 해주는 비자이다.

‘뉴욕곰탕’ 34년만에 역사 속
LA 곳곳서 함정 단속

O비자는 O-1, O-2, 그리고O3로 세분화되어있다. O-1비자는비자 신청자의 활동분야에 따라 다시 O-1A와O-1B로
세분화된다. O-1A비자는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분야 종사자 중 해당 분야의 뛰어난 능력 보유자에게 주어
지며 O-1B비자는 예술, 영화나 방송계 종사자 중 해당분야의 뛰어난능력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O-2 비자
는 O-1 비자자격자 중 예술, 운동계 종사자의 행사나 공연을 돕는동행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O-1, O-2비자
의 배우자와 자녀는O-3비자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O-1비자를 받기 위해 신청자는 국내/외적으로 얻은 명성과 본인의 임시 미국 체류 목적이 해당분야
의 뛰어난 능력을 이용하는 것임을 증명해야한다.

O-1A신청자는 본인이 과학,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분야의 뛰어난 능력자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최상위권에 근
접한 소수자임을 증명해야한다.

예술 계통 O-1B신청자는본인이 예술분야의 뛰어난능력자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을 증명해야한다. 특
별함이란 해당 예술분야에서두각을 나타내어동종 예술 종사자보다 유명하거나 훨씬 잘 알려져있는정도의 명성을
뜻한다.

영화나 방송계를 통한O-1B비자 자격을 증명하기위해서는 신청자가 영화/방송계를 주도하거나 매우 잘알려진 사
람이며 다른 영화/방송인과 비교했을 때 신청자가 가진 우위의기술과 명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민국에서 O비
자 심사시 부여하는 예술의 의미는 우리가생각하는 예술보다 범주가넓다. 예를 들어 이민국에서말하는 예술가에
는 기획자와 연기자를 포함하여 무대기술자, 무용가, 오케스트라,의상 담당자, 분장사, 동물 조련사 등 또한 포함
되다.

O-2신청자는 O-1 신청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증명해야 한다. O-2 신청자와 O-1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함께 일한 경험과 취득한 기술 등이 O-1 신청자가 미국에서 수행할 임무의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줄 수있다. 영화
나 방송계 종사자O-2 신청자는 특정한 프로젝트의 촬영이 미국외에서시작했고 미국에서 촬영할부분이 남아있는
데O-2 신청자의 참여가 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증명하면 된다.

O비자 신청은 청원서(I-129)를 이민국에 제출하는것으로 시작한다. 청원서와함께 준비해야할 것은 전문가의
Consultation (소견서),계약서, 미국 체류 중의 일정표다.

소견서는 O비자 신청자가속한 동종계 단체 (노동조합포함)나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로부터 받아야 한다. O비자
신청자가 영화나 방송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면 소견서는 신청자의 뛰어난 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합당한 노동 조합과 Management 단체로부터 하나씩 받아야 한다. 만약 합당한 노동조합이 없고이 것을 고용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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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했을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소견서는 없이 케이스가 심사된다.

계약서는 청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이 고용주인지 고용주가 지정한 대리인인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과 금액을 신청자가 수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계약서는 정식 서
면 계약서와 구두계약 모두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구두 계약시에는 계약 당사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 내용을
요약한 메모, 또는 계약의 성립을 보여줄 다른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미국 체류 중의 일정표는미국 체류 시작일부터 마지막일까지 신청자가 진행할행사, 공연, 일련의 활동을 상세히
제시하면 된다. 일정의 변화가 시시각각 변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활동에 변동이 없다면 이민국은 일정의 변화
로 O비자소지자의 체류 연장에 유연한 입장이니 계획한 것보다 일정이 늦게 끝나더라도 큰 걱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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