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on't be punished!

Counseling centers for victims of prostitution
in South Korea

Do you know!

You can get counseling and support anywhere in the country.

You will not be punished. You will
receive protection and support.

Region

Seoul

Busan
Daegu

Who are th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Source: IOM Trafficking Victim Identification Index>

•They have their passports or other ID cards taken away.

•They are rarely alone and seem to be monitored all of the time.
•They have signs of physical abuse, such as wounds, burns, or bruises.
•They have to earn a specific amount of money or serve a specific
number of clients every day.
•They exhibit submissive behavior.
•They have psychological issues such as depression, anxiety, self-harm,
or suicidal behaviors.
•They work at commercial properties (brothels, karaoke bars, clubs,
massage services, etc.) with extreme security devices installed, such as
windows with iron bars, locked doors, electronic surveillance devices,
and/or locations in isolated areas.
•They don’t have a choice over sex buyers, types of sexual conduct, and/
or use of condoms.
•They are enslaved by debts.

Sonya’s House

02-424-0746

e-Loom

02-953-8297

Eirene

02-3394-7936

Dasihamkke Counseling Center

02-814-3660

Salim

051-247-8292

Kkumari

051-817-8297

Himnae

053-422-4898

Mindlle

053-430-6020

Nuteenamoo

042-223-3534

Incheon

Heehee Naknak Counseling Center

032-507-0182

Gwangju

Eonnine

062-232-8297

Ulsan

Prostitution Victim Counseling Center

052-247-3877

With Us

031-747-0117

Gyeonggi

•They do not get paid for their labor.
•They live with their employers or live with a number of other people in
a crowded, unhygienic environment.

Phone

Daejeon

•They are prevented from traveling or quitting a job.
•They do not have control over their wages.

Organization

Chungbuk

Eokedongmu

031-222-0122

Durebang (for non-Korean victims)

031-841-2609

Shego

031-948-8030

Neulbom

Gangwon

Chuncheon Giljabi House
Chungnam Women’s Human Rights
Chungnam
Counseling Center
Jeonbuk Women’s Human Rights Support
Jeonbuk
Center On-site Counseling Center
Mokpo Women’s Human Rights
Support Center Didim
Suncheon Women’s Human Rights
Jeonnam
Support Center
Yeosu Women’s Human Rights
Support Center
Gyeongbuk
Saenal
Gyeongnam Women’s Human Rights
Support Center
Gyeongnam
Women’s Human Rights Counseling Center
Jeju

Jeju On-site Counseling Center

043-257-8297
033-242-8296
041-575-1366

If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you,
you are a victim of prostitution and/or
human trafficking.

Support Services for
South Korean
Victims of Overseas Prostitution
/Sex Trafficking
Who are the victims of prostitution?

Are you suffering because of prostitution and
sex trafficking?
Call us any time! We can help you!

063-232-8297
061-276-8297

054-231-1402

Anyone drugged and forced into prostitution,
even by a supervisor or guardian
Any minor or mentally challenged individual who
is enticed into prostitution

061-753-3644
061-662-8297

Anyone forced to prostitute themselves
through intimidation and/or physical abuse

Counseling 1366 • Report 112
Anyone forced into prostitution to repay debts;
perpetrators often confiscate their passports

055-246-8298
055-273-2241
064-751-8297

Anyone taken to another country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Call us if you suffer from prostitution/sex trafficking or if you need help in regard to
prostitution. We will provide you with counseling and help you find an organization
that can help you wherever you are.

See!

Free international call service (UIFN)
available to South Korean victims of
prostitution/sex trafficking in 14 countries

Cases of prostitution/
sex trafficking victimization

Case 1

“Choi (broker) and his associates recruited women by
promising they would make 13 million won per month,
but it turned out to be a lie.”(September 2, 2013, The
snare of prostitution in overseas ,The Sunday Sisa)

+ 800 + 1366 1366

USA

T. 888-373-7888, Text message: BeFree (233-733)

USA 011-800-1366-1366
Canada 011-800-1366-1366
Taiwan 002-800-1366-1366
Case 2

“Last March, five Korean women were rescu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It is known
that they had been sent to a brothel in Melbourne due
to their pre-payment debts at brothels in South Korea.
They were restrained and forced to prostitute.”
(July 20, 2010, I went to another country but it was still
hell, The Sisa Journal)

Japan 001 (or 010)-800-1366-1366
Australia 0011-800-1366-1366

“According to the police, victims of prostitution were relocated to different cities every month and forced to prostitute twelve hours per day every day without any time off.
They were not allowed to go out except when they had
to go to the airport, and were required to receive 2-10
clients per day.”(January 7, 2016, Seattle-based online
prostitution brokerage ring arrested, Yonhap News)

Case 4

“The pimps didn’t pay the women. Instead they took
all their money using all sorts of excuses. According
to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the pimps ran illegal
brothels and exploited women.”(July 3, 2013, Illegal
South Korean prostitution ring found in Australia)

Counseling centers for victims of prostitution (27 centers)

•Free consular call services
Fig.1 Using BeFree (233-733) to seek help

China, Philippines, UK, France, New Zealand, Germany: 00
Japan, Singapore, Thailand, Hong Kong: 001

AFP Transnational Sexual Exploitation and Trafficking

Taiwan: 002

Team

USA, Canada: 011
Australia: 0011

Case 5

National Human Trafficking Resource Center

You can make a free international call for emergency help.
•National access code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in
South Korea

South Korea 1366

“An advertisement for an entertainment business in
New York claims that they‘help with the customs
process. You can work in Manhattan and make 30-40
million won per month’
.”(October 4, 2010, Job search
site for prostitution in overseas opened, Yonhap News)

Case 3

How to report human trafficking in the
country where you are

Join us!

Australia

•E-mail: 1366korea@naver.com
1366center@stop.or.kr

Japan

: Provide support for housing, mental health,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formerly, Polaris Project Japan)

Alternative education (2 facilities)

Tel: 0120-879-871 (Hotline for trafficking victims, 10:00-

: Support teenager victims of prostitution through educ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Email: soudan@lhj.jp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Human Trafficking Na-

•Text message service (cell phone): + 82-10-9727-1366

e.g.) do wa ju se yo (means help me)

(52 shelters and group homes for adults, teenagers, and foreigners)

E-mail. AOCC-Client-Liaison@afp.gov.au

19:00 Mon-Fri)

•Website: www.womenhotline.or.kr
※ If your phone or computer has only English typesetting, you can
just type in the Korean pronunciation.

Support facilities for victims of prostitution

Tel: 131237 (131AFP)

Light House

Online counseling services for victims of overseas
prostitution and human trafficking

tional Coordination Centre (HTNCC)

Canada

: 
Provide early intervention, protection of victims, and support for
escaping prostitution through on-site counseling, legal/medical
support, and referral to related organizations

Tel: 855-850-4640
Website: http://www.rcmp-grc.gc.ca/ht-tp/cont-eng.htm

Central Support Center for Prostitution Prevention
www.stop.or.kr

: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among victim support
organizations, training programs for counselors, commemorative
events for Anti-prostitution Week, conferences on anti-prostitution
policies, etc.

처벌받지 않아요!

한국의 성매매피해상담소

알고 계세요!

전국 어디서나 상담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는 처벌
받지 않으며 보호와 지원을 받습니다

지역

서울

이룸

02-953-8297
02-814-3660

살림

051-247-8292

꿈아리

051-817-8297

힘내

053-422-4898

대구여성회관 민들레상담소

053-430-6020

대전

느티나무

042-223-3534

인천

인권희망 강강술래 희희낙낙상담소

032-507-0182

광주

언니네

062-232-8297

울산

울산 성매매피해 상담소

052-247-3877

경원사회복지회 상담소 With Us

031-747-0117

어깨동무

031-222-0122

두레방(외국인피해자)

031-841-2609

여성인권센터 쉬고

031-948-8030

국외에서 성매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 노동의 대가로 돈을 거의 받지 못한다.
• 불결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거나 고용인과 함께 산다.

02-424-0746
02-3394-7936

•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다.
• 여권, 신분증 같은 신분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소냐의 집

충북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043-257-8297

•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늘 감시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강원

춘천길잡이의집

033-242-8296

• 절상, 화상, 멍과 같은 가시적인 신체적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041-575-1366

• 매일 일정액을 벌어야 하거나 일정수의 고객을 접대한다.

전북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현장상담센터

063-232-8297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061-276-8297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061-753-3644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061-662-8297

새날

054-231-1402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055-246-8298

여성인권상담소

055-273-2241

제주현장상담센터

064-751-8297

• 복종적인 행동을 보인다.
•우
 울증, 불안, 자해, 자살 행위와 같은 감정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문제를 보인다.

전남

•상
 업시설(성매매업소, 가라오케, 클럽, 마시지업소 등)에 창살이 설치된
창문, 잠긴 문, 고립된 장소, 전자감시와 같은 강력한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경북

• 매수자나 성행위의 내용 또는 콘돔의 사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 채무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

아래 경우에 해당된다면 귀하도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 입니다.

에이레네

대구

•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거나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화

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
부산

인신매매 피해자란? <출처: IOM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기관명

경남
제주

성매매 피해자란?
폭행, 협박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주 또는 보호자 감독자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된 사람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여권을 빼앗긴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참고 하세요!
성매매·인신매매
피해 사례

국외 피해자 지원을 위한 14개국 대상 한국의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 (UIFN서비스)

“브로커 최씨 등은 1달에 1300만원이라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꼬드겨 원정 갈 여성들을 모집했다...하지만
한 달에 1300만원을 보장한다는 약속은 거짓이었다.”
사례

1

(일요시사, 2013. 9. 2. 원정 성매매의 덫)

(연합뉴스, 2010.10.4. 국외성매매 구인광고. 취업사이트 등장)

3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수신자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 입니다.
•이용방법 : 국가접속번호 + 800 + 1366 1366

전국인신매매리소스센터
(National Human Trafficking Resource Center)

미국

T. 888-373-7888, 문자신고_ BeFree (233-733)

캐나다 011-800-1366-1366
사례

2

“지난 3월 말 호주 연방 경찰의 협조로 구출된 한국 여성
다섯 명도 국내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으로 인해 생긴 빚을
갚지 못하자 호주 멜버른에 있는 성매매업소로 보내졌다.
이들 여성도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타이완 002-800-1366-1366
일본 001(또는 010)-800-1366-1366
호주 0011-800-1366-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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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발…14명 체포)

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 27개소)

•국가별 무료연결번호(영사콜)

<그림 1> BeFree(233-733)를 통한 구조 요청

중국, 필리핀,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독일 : 00

호주 연방경찰(AFP)

일본, 싱가폴, 태국, 홍콩 : 001

호주

T. 131237 (131AFP)
E-mail. AOCC-Client-Liaison@afp.gov.au

호주 : 0011

라이트 하우스
사례

4

“김씨 등 업주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임금을 착취해 자신의
배를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AFP 이언 베이트 경정은
업주들이 여성들에게 불법 성매매를 시킨 뒤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착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3.7.3. 호주서 한인 불법 성매매 조직 적발)

국외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국의 사이버 상담

(전 폴라리스 프로젝트 일본 Polaris Project Japan)

일본

T. 0 120-879-871 (인신매매 피해자 전용 핫라인,
월-금: 10-19시 운영)

•E-mail: 1366korea@naver.com
1366center@stop.or.kr

E-mail. soudan@lhj.jp

•Hompage: www.womenhotline.or.kr

캐나다 왕립기마경찰대 전국 인신매매 조정 센터

•휴대폰 문자상담(휴대폰): + 82-10-9727-1366

(HTNCC)

※핸
 드폰이나 컴퓨터자판이 영문일 경우 발음 나는 대로 도움 요청 가능
예) 도와주세요 do ywa ju se yo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의료 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성매매 지원

다국적성착취 및 인신매매 전담팀

대만 : 002
미국, 캐나다 : 011

5

한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미국 011-800-1366-1366

(시사저널, 2010.7.20. 물 건너가도 또다시 지옥)

사례

체류 중인 외국에서
인신매매 피해 신고하기

한국 (국번없이) 1366

“미국 뉴욕의 한 유흥업소에서 낸 구인 광고는 `출·입국을
도와주며 맨해튼에서 일하면서 월수입 3천만~4천5백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다.”

사례

함께해요!

국외에서 성매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현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연결해 드립니다.

캐나다

T. 855-850-4640
Hompage. http://www.rcmp-grc.gc.ca/ht-tp/cont-eng.htm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성인·청소년·외국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전국 52개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 및 주거지원, 심리안정,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 지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전국 2개소)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상실감을 치유하여 학업
및 사회복귀를 지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www.stop.or.kr
성매매피해 지원기관 간 연계 등 국내·외 협력강화, 상담원 양성 및
종사자교육, 성매매추방주간 기념행사,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