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은 인신매매 피해자이십니까? 
 

• 미국에 어느 특정한 목적이나 직업 때문에 오셨다가 
도착 후 상황이 이전의 약속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강요 받고 있으십니까?  
• 가정부 
• 공장, 농장, 삭당 노동자 
• 매춘부 
• 결혼 상대자를 위해 가사일 

•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십니까?  
• 일을 통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 외출, 식사, 취침, 아니면 화장실에 가시기 전 허락을 

받으셔야합니까?  
• 여권이나 다른 신분증을 압수당하셨습니까? 
• 본인이나 식구가 학대 혹은 협박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 당신은 하시는 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그 누구도 신체적 혹은 경제적인 협박으로 당신에게 
성노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신은 여권을 포함한 본인의 모든 신분증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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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혜택 
 

• 미국 내 체류를 허락해 주는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그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 보험, 저택, 상담, 직업 훈련, 그리고 교육 및 
공공보조와 같은 헤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 
AALDEF 

 

인신매매 피해여성 및 미성년자 인권 확장  운동: 이 
프로젝트는 인신매매 피해자인 여성과 미성년자들이  
필요한 보건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줍니다. 

 
법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Ivy O. Suriyopas 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212.966.5932 X 
235  isuriyopas@aaldef.org.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기관들에 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Mabel Tso 에게 연락하십시오. 
212.966.5932 X 224 or mtso@aalde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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