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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귀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과정 중 
연방수사국의 피해자 지원전문가가 귀 
하와 연락을 취할 것 입니다. 수사 진 
행에 대한 소식 및 귀하의 사건과 관련 
하여 우려가 되는 점 등 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 중 도움이 필요하시면 피해 
자 지원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가까 
운 연방수사국 지국을 통해 피해자 지 
원전문가 또는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상담인 성명: 

전화번호: 

사건 담당 수사관 성명: 

전화번호: 

FBI 

(연방수사국) 

Office for Victim Assistance 
(피해자 지원실) 

J. Edgar Hoover Building, Room 3329  

935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35  

(202) 324-3000  

www.fbi.gov/stats-services/victim_assistance

 이 안내서는 미 법무부 산하 사법제도실 
내 범죄 피해자실의 도움으로 제작 되었습니 
다. 이 안내서에 포함된 견해와 판결및 종결은 
저자의 의견이며 미 법무부의 공식적 입장이 
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을 수 없습 
니다. 불행히도 지금 이 세상에는 현대 
판 노예제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인신 
매매는 연방 인권법을 위반하는 범죄입 
니다. 연방수사국은 이런 범죄의 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신매매 범행을 인 
권문제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로 수사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일을 당했을 경 
우 귀하는 중범죄의 피해자일 수도 있 
습니다. 만약 신변의 위험을 느끼신다 
면 가까운 곳의 경찰서, 연방수사국, 
또는 911 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위한 전문가 또는 기관

 연방수사국에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도움 
을 주고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수 전문 교육을 받은 피해자 지 
원전문가는 수사 기간동안 사건 담당 수사관 
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일하고 있 
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공동체 내의 다른 정보를 소 
개해 주기도 합니다.

 피해자 지원전문가의 주요 업무는 피해 
자의 안전과 안위를 도모하는 것, 수사 진행 
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피해자 
들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 
입니다. 

만약 미국 국민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 
라면

 미국 국민이나 합법적 영주권자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노예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미국 국민이나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 
자를 인신매매하는 것은 연방 인권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당신이 미국 국민 또는 합법적 
인 영주권자로서 연방 범죄의 피해자로 밝혀 
지면 여러가지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만약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자가 아니라 
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습 
니다. 인신 매매의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특정한 법적 혜택과 서비스가 보장됩니 
다. 이민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선택에 관하여 조언을 줄 
수 있는 이민 변호사 또는 지역사회 단 
체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자 지원전문가는 지역사회 내의 사람 
이나 봉사 기관과 귀하를 연결시켜 주 
거나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변호사 
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피해자 지 
원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 
습니다. 

⁍ 음식과 의복 및 은신처 

⁍ 성 전염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폐결핵 검사, 예방 주사 
등의 의료혜택； 

⁍ 통역 서비스 

⁍ 정신 건강 치료와 상담 

⁍ 이민 또는 법률 상담 

⁍ 교통 편의 

⁍ 아동 보육 시설 

⁍ 건강 보험 

⁍ 교육 및 고용 상담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신은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의사에 반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했을 때 

⁍ 협박에 의하여 부채가 생겼거나 
그 부채를 갚기위해 일을 강요당 
했을 때 

⁍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을 다치 

게 하겠다는 협박으로 일을 강요 
당했을 때 

⁍ 매춘이나 성행위를 하도록 압력 
을 받거나 강요 당했을 때 

⁍ 당신의 이동을 통제하고 위협하 
기 위해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신분증명서를 압수당했을 때 

1-888- 3737-888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 
한 사람을 알고 계시면 전화 주시 
기 바랍니다. 

전국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센터 
(24시간 핫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