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101 교육

인신매매란 무엇입니까?
인신매매는 현대판의 노예제도이며 어떤 종류의 노동 혹은
상업적으로 성적행위를 얻기 위해 폭력, 사기 및 강압을
표연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남자, 여자 및
아동들이 강제노동 상황 및 성 무역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피해자들은 보수가 좋은 직업의 거짓 약속과 함께 그들의
집으로부터 유인되고 그 대신 매춘, 가사노예 혹은 다른 종류의
강요된 노동을 강요당하거나 강압당합니다. 피해자들은
착취공장, 지압소, 농경지, 식당, 호텔 및 가사서비스를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노동산업에서 발견됩니다.
인신매매는 인신밀수와 다릅니다. 매매는 착취를 근거로 하는
것이고 국경을 넘어 이동이나 어떤 종류의 교통수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피해자입니까? 누가 위험합니까?
매매피해자는 아무런 연령, 인종, 성별 혹은 국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피해자는 남자 혹은 여자 젊은 혹은 늙은
법적신분이 있는 혹은 없는 미국 혹은 외국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자들은 사회적인 안전 망이 약간 혹은 없는
피해자 먹잇감을 찾습니다. 그들은 불법이민신분, 제한된
영어 능력 때문에 취약한 피해자 및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불안정, 자연재해 혹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목록이 된 징후는 인신매매상황의 가능성이라고 경고할
수 있는 단지 약간의 것일 뿐입니다. 어떤 단독적인
징후가 반드시 인신매매의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의 피해자 일수 있다고 의심이
된다면 이민 및 세관 집행기관(ICE)의
국토안보수사(HSI) 제보전화 1-866-347-2423 으로
전화 주십시오. 온라인 www.ice.gov/tips 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루 24 시간 비밀리에 도움 및 정보를 위한 비정부
기관에 연락하려면 국가인신매매자료센터
1-888-373-7888 로 전화주십시오.

어떻게 인신매매를 식별할까요?
인신매매는 종종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당신께
인신매매라고 경고를 도와 줄 수 있는 위험신호 혹은 징후가
많습니다. 조짐을 인식하는 것이 피해자를 식별하는 첫
단계입니다.
피해자 가능에 관한 약간의 징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행동 혹은 물리적 상태:

피해자가 공포스러운, 두려운, 우울한, 복종적인, 긴장한
혹은 초조한/피해망상적인 행동을 합니까?
 피해자가 본인 대신 이야기 해 줄 다른 사람을 따르라고 합니까?
 피해자에게서 육체적 및/혹은 성적폭행, 육체적구속, 구금
혹은 고문의 흔적이 보입니까?
 피해자가 음식, 물, 잠, 의료보호 혹은 다른 생필품에 해를
입거나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개인 소지품을 약간 혹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행동

피해자가 자유롭게 가족 및 친구를 연락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예배에 참석하도록
허용되었습니까?

피해자가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까? 만약 피해자가 탈출시도를
한다면 피해자나 가족이 위협을 당합니까?
작업조건과 이민신분:

피해자가 과도하게 긴 그리고/또는 비정상적인 시간의 일을
합니까?

피해자인 청소년이 상업적 성에 개입되었습니까?

피해자가 한 가지의 목적으로 채용되었는데 다른 일에
개입되도록 강요되었습니까?

피해자가 밀수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봉급을 압류 당합니까?
(단독적으로 밀수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인신매매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행위를 수행하도록 강요되었습니까?

피해자가 추방 혹은 법의 집행조치의 피해를 받았습니까?
피해자가 신분증 및 여행서류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서류는 누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미성년 피해자:

청소년피해자가 상업적 성에 개입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www.dhs.gov/bluecampaign
페이스북에 있는
저희가 “좋습니까?”
www.facebook.com/bluecampaign

만약에 누군가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의심이 가신다면 이민 및 세관 집행기관
국토안보수사 제보전화 1-866-347-2423 로 전화하거나 www.ice.gov/tips 으로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