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매매에 관한 법안 
 

인신매매 및 폭력 보호법은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최소한 삼 년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며, 인신매매범에 해당하는 처벌과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또한 이 법안은 미국에 체류할 자격이 주어지는 
생존자들의 유형을 정립합니다. 성인 인신매매 
피해자가 T 형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 위계, 위력, 혹은 위협에 의해 매매되었으며  
• 본인의 동의 없이 매춘이나 노동착취에 

가담했어야합니다.  
 

단 피해자가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 
노동에 가담하도록 유도됐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T 형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U 형 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한해 발급됩니다: 
• 범죄행위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며  
• 그 범죄행각을 수사, 기소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었거나 줄 수 있는 사람.  
 

인신매매 피해자의 친척들에게도 미국에 체류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피난민들에게 
주어지는 범위 내의 보건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 

(AALDEF) 
 

인신매매 피해여성 및 미성년자 인권 확장  운동: 
본 프로잭트는 인신매매 피해여성과 
미성년자들이 필요한 보건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줍니다.  
 

AALDEF: 1974 년 창립 이후 AALDEF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은 공익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이민자 권리, 투표 권리, 노동자 
권리, 인종주의적 편견으로 인한 폭력, 경찰 
폭행과 같은 문제들에 관한 인식을 
넓혀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법적 대응을 통하여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들 
 

교육 평등화 및 청소년 권리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는 이중언어 교욱, 
공립학교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겪는 
인종차별적 폭행, 조직 폭력 및 9/11 사태 관련 
검문수색, 시험 제도, 그리고 소수자보호정책 
(affirmative action) 과 같은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으로부터의 보호: 이 
프로잭트는 지역 사회 단결 및 교육, 정책 옹호, 
그리고 소송을 통하여 지방과 주 정부 단체들의 
이민 법 집행과 이민자 권리 침해 행위들을 
단속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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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 피해여성 및 

미성년자 인권 확장 운동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 

99 HUDSON STREET, 12th FL  
NEW YORK, NY 10013-2815     

TEL 212.966.5932      FAX 212.966.4303 
 

Trafficking-Korean 
 
 
 
 
 



  

인신매매의 정의  
 

인신매매란 강제 결혼 혹은 농업, 공업, 건설업, 
파출업, 그리로 매춘업과 같은 영리 산업에서의 
노동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위협을 통해 사람을 
모집, 감금, 혹은 매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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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강요 받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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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에 관한 통념 
 
• 인신매매는 밀입국과 다릅니다. 밀입국이란 

자의적으로 국경을 비밀리에 건너는 것을 
뜻합니다.  밀입국은 불법 행위인 반면에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미국으로 이송되 노동력을 착취당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신매매는 가정 폭력과 유사합니다. 
인신매매범들은 신체적 혹은 심리적 학대를 
통해 피해자를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극도의 
소의감과 무기력함을 느끼며 언어장벽에 
부딪히치고,  본인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책들을 갖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본인들의 상황을 떳떳이 밝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종사하는 직업은  
매춘이나 다른 성적 노동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공장, 농장, 식당, 
공사현장, 또는 가정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피해자들 중에는  무력에 의해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강제로 결혼을 
하게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미국 시민 또한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 중에는 불법 
이민자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 그리고 
합법적인 영주권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 남여노소 모두 인신매매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중 반 이상이 미성년자들이고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특성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사람은 인신매매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노동법 위반의 피해자인 경우. 

• 고용주 혹은 배우자가 그 사람의 가족을 
협박한 경우. 

• 통제하는 듯한 사람과 항상 동행하는 경우. 

• 신분 증명서가 전혀 없는 것 같은 경우. 

• 임금을 받지 못 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 

•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 
중에는 가출업, 호탤이나 관광 직종, 공업, 
식당 일, 건설업, 농업, 매춘, 그리고 수산업 
등이 있습니다.  
 

정보 
 

• 911 에 전화해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 법적 도움을 받으시려면 AALDEF 의 
핫라인이나 (1.800.966.5946) 다른 법률 
기관에 전화하십시오. 통화시 다른 도음을 
드릴 수 있는 기관들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미 법무부의 인신매매 및 노동자 착취 발고 
센타로 전화하십시오 (1.888.428.7581) 

• 미 보건부 인신매매 정보 및 추천 핫라인 에 
전화하십시오. (1.888.3737.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