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비자 또는 T-비자 법 집행 인증
시애틀 경찰청은 시민권 보유 여부, 입증 서류 또는 언어 능력과 상관 없이 모든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경찰청의 정책은 이민자들의 경찰 보호 및 대민 업무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U-비자는 범죄 피해자로서 범죄 행위의 적발, 수사, 기소에서 법 집행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민 보호를
허용하는 임시 비자입니다. T-비자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이민 혜택을 제공합니다.
완전한 U-비자 또는 T-비자 신청서에는 범죄가 발생했던 법 집행 기관이 서명한 법 집행 인증서(Form I918B)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피해자가 법 집행 수사에 협조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 집행
인증서가 없다면 U-비자가 거부됩니다.
사건이 시애틀 시의 경계 내에서 발생했다면 신청자는 시애틀 경찰청에 작성을 완료한 I-918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애틀 경찰청은 법 집행 인증서에 서명한다고 해서 이것이 U-비자 또는 기타 이민
신분을 부여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USCIS(이민 혜택 및 지위 인정 및 거부 여부를 담당하는 DHS 의 연방
단위)는 신청서를 깊이 있게 검토한 후 U-비자를 발급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SHB 1022 에 따라 시애틀 경찰청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U-비자 및 T-비자의 법 집행 인증서에 답변할
것입니다.
• 긍정적인 결정이 나면, 해당될 경우 조사가 끝난 범죄의 성격, 피해자가 범죄 행위 조사에 도움을
주었거나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세한 내용을 포함해서 시애틀 경찰청(SPD)이 법 집행
인증서를 꼼꼼히 작성 및 서명한다.
• SPD 는 피해자가 연방 이민 5 추방 재판을 받게 되지 않는 한 요청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인증서를
처리한다. 이 재판을 받을 경우 SPD 는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인증서를 집행한다.
• SPD 는 개인 신원 정보나 또는 인증서를 요청하는 피해자로서 범죄 행위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인
사람의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프로세스 및 요청 받은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uscis.gov/i-918 을 방문하십시오.
요청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Seattle Police Department
Attn: Legal Unit
610 5th Ave, PO Box 34986
Seattle, WA 98124
이메일: SPD_LegalUnit_UVisa@seattle.gov
SPD 법무팀이 신청 자료를 접수하면 SPD 법무팀은 1) SPD 가 해당 신청서 자료를 접수했고 2) 예상 답변
날짜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통신물을 발송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SPD 법무팀(206-233-0053)으로 문의하십시오.

U-비자 또는 T-비자 신청 프로세스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Northwest Immigrant Rights
Project(https://www.nwirp.org/get-help/)로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