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 페이지
이민자 생존 프로젝트
이민자 생존 프로젝트(ISP)는 가정 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기타 폭력 범죄를 받은 이민
희생자에게 법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SP 직원들은 펜실베이니아 주 전역의 가정
폭력/성폭력 기관과 협력하여 이민 생존자들에게 종합적인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010년에 개소한 이민자 생존 프로젝트(ISP)는 초기에 중앙 펜실베이니아 이민 프로젝트
즉, CPIP로 불렸습니다. 초기부터 펜실베이니아 중남부의 9개 카운티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ISP는 수백명의 생존자들이 이민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 기관의 고객은 이민 지위를 상실한다거나 가해자로부터 응징을 당할까 우려하여 또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가용 자원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와 폭력에 상습적으로
희생되면서도 이러한 범죄를 보고하지 못하고 묵과하는 개인입니다. PIRC의 변호를 통해
폭력에 시달리는 이민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어 우리 지역사회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ISP 변호사와 지지자들은 이민 생존자와 협력하여 심층적인 심사와 지원 가능 인원 동원,
철저한 의사소통, 법적 자문를 통해 가정 안전하고 적절한 형태의 구제 방법을
결정합니다. PIRC는 2001년 미국 법무부 소속 이민 항소위원회(DOJ BIA)에 의해서
인가를 받아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ISP 직원들은 변호 자격을 갖춘
변호인이거나 공인 대리인입니다.
가정 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기타 범죄를 당하고 있는 희생자들 대부분이 학대와
희생이라는 하나의 구조에 볼모로 잡혀 있는 현실을 인지한 ISP는 이민 생존자들이
아래에 나열된 구제의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제의 형태
•

VAWA 독자 청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VAWA)에 따른 보호를 받을 경우, 가족 구성원(배우자, 부모
또는 성인 자녀)으로부터 육체적, 감정적, 성적 또는 심리학적 학대를 받은 개인은 학대
가해자인 가족 구성원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이민 지위를 위해 청원을 함으로써
이러한 폭력의 순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ISP 는 희생자들에게 VAWA 에 따른
희생자들의 권리를 교육하고 이러한 보호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변호를
제공합니다.

•

U 비자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방지법(VTVPA)에 의거 미국 의회는 가정 폭력 및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인 개인을 위해 이민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에 따라 U 비자라고
부르는 이러한 지위를 통해 불법 생존자들은 이러한 범죄를 법집행 기관과 사법 기관에
신고하도록 장려받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 또는 검찰에 협조하는 생존자들은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 비자

T 비자 또한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방지법(VTVPA)에 의거 미국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비자로, 폭력, 사기 또는 강압 등으로 미국으로 오게된 개인에게 보호를 제공합니다.
T 비자는 인신매매와 노동력 매매 희생자인 개인, 그리고 범죄를 수사하고 인신매매범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률 집행에 협조하는 개인을 보호합니다. 유자격 생존자의 경우
미국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당사자와 특정 가족 구성원에 대한 영주권을
신정할 수 있습니다.
•

폭행 피해 배우자(I-751) 면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로부터 구타 및/또는 극도로 잔인한 상황에 처한 조건부
영주권자들은 미국 영주권(그린 카드)의 조건을 없애도록 조건부 해제 신청(waiver of the
joint filing requirement)을 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는 선의로 경혼을 했지만 학대로 인해
생존자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의지가 없으며 또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생존자는 폭력적인
배우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영주권을 온전하게 받게 됩니다.
이민 생존자 지지 네트워크(ISAN)

이민 생존자 지지 네트워크(Immigrant Survivors Advocate Network)는 펜실베이니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희생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의 연합체로,
펜실베이니아 이민 자원 센터(PIRC)의 이민 생존자 프로젝트와 협력합니다.
임무
이 네트워크의 임무는 커먼웰스 주(켄터키,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주)
전역에 걸쳐 희생자의 문화와 언어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와 이민에 대한 수준 높은 법적
지원이 제공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민 생존자 및 그 가족의 안전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