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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생존자를 위한 T 비자
이동찬
변호사
T 비자는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들에
게 단기체류신분을 허락해 그들을 구제하
고 인신매매를 방지하기위해 만들어 졌다.
T 비자를 받게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할
수있다.
먼저 T 비자를 받으면 4년 동안 합법적
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부 혜택을 신청하는 것도 가
능하다. T 비자 신청자가 21세 이상이라
면 배우자와 자녀들도 함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T 비자 신청자
가 21세 미만이라면 배우자, 자녀, 부모와
18세 미만의 미혼 형제들도 함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다.
법집행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거나 인신매
매 때문에 가족들에게 위험이 있다면 부
모, 18세 미만의 미혼 형제들, 그들의 자녀
들 또한 함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다.
T 비자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째, T 비자는 혹독한 인신매매의 생존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혹독한 인신매매는 성매
매 대상이 18세 미만이거나 폭력, 사기, 강
제로 성매매를 당하거나 노예처럼 일을 시
키기 위해서 노동매매가 폭력, 사기, 강제
적으로 이류어 졌을 때라고 법은 정의한다.
둘째, T 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벌써 체류하
고 있거나 인신매매로 국경까지 왔을 때 T
비자 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인신매매 사
건 이후 미국을 떠난적이 없어야 T 비자가
가능하다. 셋째, T 비자 신청자가 18세 이
상이라면 인신매매와 관련 법집행기관의
수사와 공소에 합당한 도움을 주어야 한
다. 다섯째, 미국에서 추방이 되면 극단적
인 어려움에 처해질 위험이 있어야 한다.
극단적인 어려움은 T 비자 신청자의 나이,
정신적/육체적 피해, 추방되면 인신매매 범
죄자들로 인해서 다시 위험에 처해질 가능
성 등을 이민국이 고려해서 결정한다.
T 비자를 신청하면 다른 비자와 비교했
을 때 이점이 있다. 첫째, T 비자 신청자가
18세 미만이거나 법집행기관의 협조요구
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법집행기관의 수사
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 법집행기관의 협조
요구가 합당하더라도 정신적인 또는 육체

적인 트라우마가 있어 협조를 못하는 경우
수사에 협조를 못하더라도 T 비자는 받을
수 있다.
둘째, T 비자는 꼭 수사에 협조를 했다는
법집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T
비자 신청자가 증명서를 신청했지만 법집
행기관에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증명서 발
행을 거절하는 경우 법집행기관에 협조한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법집행기관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법집행기관에 전화했던 기록,
법집행기관에 협조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
람들의 진술서 등이 증빙서류가 될 수 있
다. 만약 인신매매와 관련 범죄인들이 체
포되거나 법원에 기소되거나 공판이 있었
다면 경찰보고서, 법원서류, 신문기사, 공판
기록 등 또한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리
고 먼저 언급했듯이 인신매매 당시 T 비자
신청자가18세 미만이였다면 법집행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법집행기관의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셋째, T 비자를 신청할 때 인신매매와 관
련된 범죄기록과 이민법 위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T 비자 신청자는 인
신매매로 인하여 성매매 범죄기록, 이민사

기, 체류위반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
하지만 T 비자와 면제를 함께 신청하면 T
비자 신분을 얻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
업을 할 수 있게된다.
넷째, T 비자 신청자는 정부혜택을 신청
할 수 있다. T 비자 신청자는 보편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격고있어 T 비자 신청
비 또한 면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미
국에서 인신매매를 벗어나고 적응을 하기
위해 재정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T 비자
신청자는 현금 지원, 푸드 스탬프, 메디칼,
직업교육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켈리포니
아에서는 T 비자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
하기전에도 정부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
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
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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