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원
전국 인신매매 긴급 전화
(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
24시간 긴급 전화: 1-888-373-7888
문자 메시지 “Be Free”: 233733
humantraffickinghotline.org

캘리포니아주 청소년 연합
(California Coalition for Youth)
1-800-843-5200

노예와 인신매매 폐지를 위한 연합
(Coalition to Abolish Slavery and
Trafficking, CAST) 로스앤젤레스 지부
1-888-539-2373 (24시간)
http://castla.org

센터 소개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Victims of Crime Resource
Center)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소재한
퍼시픽 맥조지 법대(Pacific McGeorge School
of Law) 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센터 이용은
무료이며, 센터의 전문 직원들이 이 분야의 최신
정보로 피해자를 도와 드립니다. 지원 센터는
피해자와 그 가족,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피해자 옹호자에게 다음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
§
§
§

피해자의 법적 권리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손해 배상
민사 소송, 그리고
모든 범죄 피해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포함)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

인신매매

지원 센터는 또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법률 정보 조사
§ “피해자 권리 정보(Know Your Rights)”에
대한 발표를 지역 공동체에 무료로 제공
피해자 지원 센터는 1-800-VICTIMS를 운영합니다.
이것은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 및 피해자 옹호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단체를 소개하는 주 전체 무료
긴급 전화 서비스입니다. 이 긴급 전화는 맥조지
법대 학생들이 상담하고 변호사들로부터
조언을 받습니다.

Victims of Crime Resource Center
(범죄 피해자 자원 센터)

1-800-VICTIMS (842-8467)
TTY: 1-916-739-7083
www.1800VICTIMS.org
이메일: 1800VICTIMS@pacific.edu
본 출판물은 범죄피해자 법에 의거 미국 법무부가 지급하는
보조금(번호: 2015-VA-GX-0058)을 통해 제공되는 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본 출판물에 게시된 의견, 발견 사항, 결론 및 권고
사항은 저자(들)이 제공한 것이며, 반드시 Cal OES 또는 미국
법무부가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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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VICTIMS (1-800-842-8467)
TTY: 916-739-7083
www.1800VICTIMS.org
1800VICTIMS@pacific.edu

인신매매란 무엇일까요?
인신매매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일하거나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 압력을 받거나,
속는 일종의 노예 제도입니다. 인신매매는 주
범죄이자 연방 범죄입니다.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라도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남성과 여성
§ 성인과 어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신매매를
당할까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4천30만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매년 대략 14,500~17,500
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러나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보고되지 않는 사건이 매우
많음을 의미합니다.
인신매매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범죄입니다. 가해자들은 인신매매를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인신매매는
금세기에 가장 빨리 증가하는 범죄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방법
본인이 인신매매의 피해자이거나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라고 의심될 경우,

§ 911에 전화를 거십시오.
§ 즉각적인 위험이 없을 경우, 전국 인신매매
긴급 전화(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 또는 본 안내서에 있는 다른 지원
센터로 전화를 거십시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불편한 느낌이 들게 한다면
자신의 판단을 믿으십시오.
항상 유의할 점

§ 모든 중요 문서와 ID를 항상 소지하십시오.

§ 모든 인종 또는 전체 소득 계층, 그리고

§ 중요한 전화번호를 지니고 다니십시오.

§ 미국 시민, 합법적 거주자 및 불법 이민자

§ 사람들과 연락하고 (휴대전화나 전화 카드),
은행 계좌에 접속하고, 필요한 약을 받을
방법을 알아 두십시오.

인신매매는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 인신매매 가해자가 행한 원치 않는 접촉을
문서로 남기고, 위협적인 음성 메시지, 문자,
이메일 등을 저장하십시오.

인신매매는 지역 공동체 내의 많은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 매매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 호텔
§ 공장
§ 레스토랑
§ 건설 현장
§ 네일샵
성매매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인신매매를 알리는 징후
여러분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알리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긴장되거나, 피해망상적인 행동을 한다.

§ 안마 시술소

§ 학교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둔다.

§ 모텔

§ 영양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새로운 타박상 및
과거의 타박상 흔적이 있다.

§ 온라인 에스코트 서비스
§ 스트립쇼 클럽/거리 매춘

§ 여러 명의 다른 노동자들과 좁은 공간에서
비좁게 생활한다.
§ 아주 적은 보수 또는 보수를 전혀 받지 않고
휴식 없이 장시간 일한다.
§ 자신의 재정 문서나 신원 증명 문서에
접근하지 못한다.
§ 주소를 말하지 못하거나 사는 곳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민자 지원
본인이 서류 미비자이며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경우, 도움을 청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추방을 당하거나 감옥에 갈까 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류 미비자인 피해자를
돕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T-비자
(T-Visa)입니다.

T-비자는 인신매매의 피해자 및 그 직계 가족이
해당 사건에 대해 법집행기관에 협조할 경우
미국에 일시적으로 머물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T-비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면,
1-800-VICTIMS (842-8467)로 연락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