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8-KEY-2-FREE
(888-539-2373)

APIHTTF:
우리가 하는일
Asian Pacific Islander
The Asian Pacific Islander Human
Trafficking Task Force 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APIHTTF 가 제공하는 서비스:
사례 관리:
•
•
•

정부 혜택
주택관련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법률 서비스:
•

이민법 (예:T-비자), 민사소송,
임금착취와 노동법

정신건강 서비스:
•

정신건강 검진과 치료(예: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증)

Office for Victims of Crime Grant Funded
Agencies:
Thai Community Development Center (Thai CDC)
Pacific Asian Counseling Services (PACS)
Asian Pacific AIDS Intervention Team (APAIT)
South Asian Network (SAN)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 (LAFLA)
Coalition to Abolish Slavery and Trafficking (CAST)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Human Trafficking
Task Force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AAAJ)

Other agencies:
Crittenton Services for Children and Families U.S.
U.S. Department of Labor-Wage and Hour
Division
Faith and Community Empowerment
Los Angeles District Attorney’s Victim Services LA
City Transgender Advisory Council
Pilipino Workers Center (PWC)
International Institute of Los Angeles (IILA)

APIHTTF

인신매매로 의심되는 피해자가 있다면,
CAST 24시간 핫라인으로 연락주세요:
888-KEY-2-FREE (888-539-2373)

피해자 식별 방법

인신매매 피해자로 의심되는 항목들:
•
•
•

인신매매란?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s Act
(TVPA) 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심각한 인신매매 피해자＂로
정의 합니다:
• 성적 인신매매: 강제, 사기 혹은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적
착취를 당함
• 강제노동 인신매매: 강제, 사기 혹은
강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 당함

인종이나 국적, 나이, 성별에 상관 없이
누구나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피해 망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멍이나 성처가 생긴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하거나 낙인처럼 보이는 문신들이 있다
여권, 합법적인 비자, 사회보장카드,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신분증명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경찰을 무서워한다
거주 지역이나 직장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질문에 연습된 답을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늘 감시를
받는것 같이 보인다
채무로 인해 구속되어 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다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다
과도한 시간을 일한다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터무니 없이 적은 돈을 받는다
일을 하고나서 쉬지 못한다

대처방법
적발될 염려가 없이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아래 질문을 물어보세요.
•
•
•
•

직장 혹은 집에서 자발적 외출이
가능합니까?
본인이나 가족들이 협박 당하고
있습니까?
고용주가 두렵습니까?
여권이나 다른 신분증명서를 압수
당했습니까?

아래와 같은 아시안 언어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태국어
크메르어
벵골어
힌두어
일본어
네팔어
한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우르두어
중국어
(북경어/
광둥어)
구자라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