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본인 및 가족 연락망을 통하여, 또는 취업 광고(인쇄매체, 라디오, TV, 인터넷 등)를 보고 
모집인을 만났다.

이동 살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소지, 다른 나라로 이동했다.

은닉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일정기간 머물러 있어야 했다.

인계 모집을 한 자 또는 이동시킨 자에 의해 제3자에게 인계되었다.

위력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동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었다.

속임수
모집당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 받은 것과 실제로 한 일이 다르거나, 모집 당시 
약속받았던 근로조건(임금, 휴일, 휴게 시간, 숙소제공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 밖의 
수단

· 본인 또는 가족이 모집인에게 진 부채가 있어, 이동을 거부할 수 없었다.

·  여권․ 신분증 같은 신분증명서류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아 자유롭게 떠날 수 없었다.

경제적 
통제

·  이주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비용(증명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 등)에 대한 
채무부담으로 일을 그만두는 것이 불가능 했다.

·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

· 정해진 매상 할당량이 있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했다. 

·  사업장에서 정해진 규칙(지각, 결근, 외출 등)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물리거나 
월급에서 공제했다. 

물리적
통제

· 고용주, 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 고용주, 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폭행 당했다.

·  일하던 곳에 창살이 설치된 창문, 잠긴 문, 전자감시와 같은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  일하는 곳과 숙소로부터의 이동이 제한되었다. 외출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했으며, 
다른 사람과 동행해야 했다. 또한 외부와의 소통(서신교환, 전화통화) 등도 허락이 
필요했다.

·  여권․, 신분증 같은 신분증명서류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신분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  원하지 않는 일(쇼와 서비스 제공)을 강제로 시키거나 업무가 끝난 후에도 일을 시켰다.

·  숙소를 선택할 수 없었고 숙소에 고용주 및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 음식, 물, 생필품 등을 제한받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정서적 
통제

·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언어폭력(욕설 등)을 당하였다.

·  업소(성매매업소,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클럽 등)를 탈출하면 가족에게 성매매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동영상 등을 찍게 했다.

·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으로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 사업장을 이탈하면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쫓겨날 것이라고 협박 당했다. 

· 한국에서 내쫓거나 더 안 좋은 곳으로 보내겠다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불안했다. 

·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성매매 등)을 저질렀으므로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불안했다.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경찰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했다. 

기타 본인이 현재 있는 곳의 주소 및 위치를 알지 못하고, 한국말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인신매매 피해자란? <출처: 2016 국가인권위원회>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는 처벌 

받지 않으며 보호와 지원을 받습니다 
한국의 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 어디서나 상담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 기관명 전화

서울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82-2-814-3660

소냐의 집 +82-2-474-0746

이룸 +82-2-953-6279

에이레네 +82-2-3394-7946

여성인권․센터 보다 +82-2-982-0923

십대여성인권․센터 +82-2-6438-1318

부산
살림 +82-51-257-8297

꿈아리 +82-51-816-1366

대구
힘내 +82-53-422-8297

대구여성회관 민들레상담소 +82-53-430-6020

대전 느티나무 +82-42-256-8297

인천 인권․희망 강강술래 희희낙낙상담소 +82-32-507-0182

광주 언니네 +82-62-431-8297

울산 울산 성매매피해 상담소 +82-52-249-8297

경기

With Us +82-31-747-0117

어깨동무 +82-31-222-0122

두레방(외국인피해자) +82-31-841-2609

여성인권․센터 쉬고 +82-31-957-6117

충북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82-43-257-8297

강원 춘천길잡이의집 +82-33-243-8297

충남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82-41-575-1366

전북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현장상담센터 +82-63-282-8297

전남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82-61-276-8297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82-61-753-3644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82-61-662-8297

경북 새날 +82-54-231-8297

경남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82-55-246-8297

여성인권․상담소 +82-55-273-2241

제주 제주현장상담센터 +82-64-702-8297

국외에서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비자 정보 

1.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특별 고용 비자
(Special Work Visas for Human Trafficking Victims)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뉴질랜드 경찰의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 비자는 
1년간 유효함. 

2.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특별 거주자격
(Special Residence Category for Human Trafficking Victims)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1) 인신매매의 결과로 인해 위험에 처하거나, (2) 재피해의 위험이 
있거나, (3) 사회적 낙인 및 경제적 어려움의 위험이 있을 경우 뉴질랜드에 체류하도록 허용

1. 임시체류허가
(Continued Presence, CP)

피해자의 수사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인신매매업자는 피해자를 
속박하기 위해 추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심리적인 강압과 같은 ‘비폭력적 강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인신매매로 폭력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음. 임시체류허가는 미국 내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이 가능함.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함.  

2. U 비자
(U Nonimmigrant Visa)   

특정 범죄행위의 피해자(비자발적 노역, 납치, 부채노역, 성매매, 성폭력, 성착취, 협박,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를 위한 비이민비자로,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집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며 수사 및 기소를 위한 법집행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함. 

3. T 비자
(T Nonimmigrant Visa) 

비이민비자로, 인신매매의 수사 및 기소 지원을 위해 법집행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함. 

1. 브릿징 비자
(Bridging Visa-F, BVF) 

체류기간은 최대 90일로,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피해 회복과 향후 방향에 
대해 숙려할 수 있으며 인신매매 수사를 돕기 위한 ‘장기 임시 거주(Long Term 
Temporary Stay)’를 신청할 수 있음. 

2. 영주권
(Referred Stay (Permanent) Visa) 

호주에 영구 거주할 수 있는 비자로, 인신매매 수사 혹은 기소에 기여한 인신매매 피해자 및 
목격자에게 주어짐. 

1. 단기 임시 거주 허가
(A Short-Term Temporary Resident Permit, Short Term TRP)

신청인이 인신매매 피해자 일 수도 있다는 초기 판단(preliminary assessment) 이 

있을 경우 발급되는 것으로 180일간 유효함. 

2. 장기 임시 거주 허가
(A Long-Term Temporary Resident Permit, Long Term TRP) 

신청인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발급되는 것으로, 취약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함.

성매매 피해자란?

· 폭행, 협박, 거짓(기만)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주 또는 보호자 감독자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비자 신청 전, 반드시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기관과 상담하세요! 

성매매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의료 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성매매 지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 29개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인턴십 등 일자리 연계 지원 

자활지원센터 (전국 12개소)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학업·직업교육 및 사회적응 지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전국 2개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 및 주거지원, 심리안정,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 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성인·청소년·외국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전국 53개소)

성매매피해 지원기관 간 연계 등 국내·외 협력강화, 상담원 양성 및 종사자교육, 

성매매추방주간 행사 및 「여성과 인권․」 발행 등 홍보,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등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www.stop.or.kr

캐나다 왕립기마경찰대 전국 인신매매 조정센터

(RCMP Human Trafficking National Coordination Center)

전화신고 :  855-850-4640                   

긴급전화 : 911

홈페이지 :  http://www.rcmp-grc.gc.ca/ht-tp/cont-eng.htm

캐나다

호주 연방경찰 다국적 성착취 및 인신매매 전담팀 

(AFP Human Trafficking Teams) 

전화신고 : 132-237 (131 AFP)          

긴급전화 : 000

이메일 : AOCC-Client-Liason@afp.gov.au

호주

뉴질랜드 경찰

(New Zealand Police) 

전화신고 : 04-474-9499 (익명신고 0800-555-111)

긴급전화 : 111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vt.nz

뉴질랜드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피해 사례

여성 긴급전화 1366

E-mail : 1366center@stop.or.kr  

Hompage : www.women1366.kr

휴대폰 문자상담 : +82-10-9727-1366 

※    핸드폰이나 컴퓨터 자판이 영문일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 

예: 도와주세요 → do wa ju se yo

카톡 상담 :  아래의 ID를 검색한 후 친구를 맺으면 카카오톡에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통화료 발생) 

국외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국의 사이버 상담 및 카톡 상담

체류 중인 외국에서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피해 신고하기 

한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 상담 기관  카카오톡 ID 

여성 긴급전화 1366 women1366 (       플러스친구ID) 

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 다시함께상담센터 (       플러스친구 ID) 

살림 (부산) survivors (       플러스친구 ID) 

여성인권센터 보다 (서울) bodawom

느티나무 (대전) sos79

언니네 (광주) hisisters

미국 인신매매 핫라인

(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 

전화신고 : 888-373-7888

문자신고 : BeFree (233-733)

이메일 : help@humantraffickinghotline.org

미국

 “  어바인에 거점을 두고 한인 및 중국계 여성들을 유인해 LA 한인 

타운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 등 미 전역 29개주에 

걸쳐 강제 원정 성매매를 시켜오다 지난달 29일 적발돼 체포된 

조직의 경우 이 같은 사이트(백페이지 닷컴, 크레이그리스트)를 

통해 성매매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일보, 

2017.4.1. 온라인 성매매 한-중국계 조직화)

사례 2 

 “ 뉴질랜드 성매매 업주에 감금된 한 여성에 대한 충격적인 

현실을 고발 한다... 브로커는 인터뷰에서‘약을 일부러 좀 

주는데도 있고, 약을 했으니까 계속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했다.”(아주경제, 2015.10.31. 뉴질랜드 성매매 

업주에 감금된 한국여성 추적)

사례 4

 “ 홍씨는 2013년 4월 한국인 여성 9명을 호주 브리즈번으로 

데려가 같은 해 6월까지 57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머니투데이, 

2017.6.22. 2.3만회 성매매 알선’ 일산 오피스텔 업주 구속)

사례 1 

 “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채 빚을 갚지 못한 여성들을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 성매매 업소에 알선한 사채업자, 성매매 

알선 브로커, 성매매 업주 등 성매매 사범 47명을 검거했다.”

(브레이크 뉴스, 2016.3.24. 사채 빚 진 여성 일본 등 해외 

성매매업소 알선 일당 검거)

사례 3

 “ 성매매 여성들은 매달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휴일도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공항 외에는 아파트 밖으로 외출도 하지 못한 채 

하루에 2~10명의 남성을 상대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6.1.7. 미 시애틀 한국여성 성매매 온라인 알선 조직 

적발...14명 체포)

사례 5

국외에서 성매매 · 성착취 인신매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