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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1.

교육되시고 말을 전하십시오. 블루캠패인웹사이트 www.dhs.gov/bluecampain 을
통하여 유효한 온라인 인지훈련을 택하세요. 모든 인신매매의 측면에 관하여 특히
고발 혹은 방책과 같은 재판제도의 모든 구성원을 교육시키는데 도와주십시오.

2.

인신매매 제보

피해자는 잘 보이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입법시스템의 구성원으로서 인신매매의 피해자와 접할 수있을 것입니다. 판사, 변호사 및 법정직원이 인신매매의
징후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에 출두한 “매춘” 혹은 “폭행피해자”는 인신매매의 피해자 일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들을 착취한 사람인 범법자는 법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리 및 법정속기사는 특히 판사가
판사실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식별하는 유일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수상한 점을 보고하시고, 적절한 당국을 개입시키시고 피해자를 중요한 지원서비스에
연결하십시오.

법률집행에 인신매매 제보를 위하여 국토보안수사(HSI)제보전화에 연락하십시오:

매매 피해자는 미국시민을 포함한 어떤 연령, 인종, 국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
때문에
있다는
강요에

누가 지시하는 것처럼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까?

•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되었습니까?

•

청소년이 상업적 성교에 개입이 되어있나요?

•

정신적 혹은 육체적 폭행의 징후를 보이면서 혼란에 빠지거나 혼동되어 보입니까?

•

두려워하거나, 수줍어하거나 또는 복종적입니까?

•

음식, 물, 수면 혹은 의료보호를 거절당한 징후를 보이나요?

•

포주와 함께 다니며 상황을 조정하는 것 같이 보이는 매매자의 대행 혹은
그사람의 의견에 따릅니까?

•

신분이 되는 서류를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나요?

•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법적권리를 적용하는 것 같이 보이나요?

•

(802) 872-6199 (세계의 어느 곳에서라도 유료전화)

국가인신매매재원센터(NHTRC) 1-888-373-7888 로 전화하십시오:

인신매매의 징후

•

(866) 347-2423 (미구과 캐나다로 부터 무료전화)

•
www.ice.gov/tips (인터넷의 어느 곳에서라도)
고급훈련을 받은 법률집행전문인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근무 중인
인신매매수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실마리를 재빠르게 제보 받을 수 있도록 하루 24 간
일주일 7 일 항상 유효합니다.

합법적 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포스러워 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할 수 없을 수 있어서 당신에게 보이는 것으로 추측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휴재전화를 가지고 있기
‘자유롭게’떠날수 있다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그대신 이런 건을 취급할 때 피고자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될 수
것을 인식하십시오. 연방정부 법하에 상업적 성에 개입되도록 유도된 18 세 이하의 사람은 누구라도 무력, 사기 혹은
상관없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항상 고려됩니다.

주요징후를 인식하는 것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자를 식별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런 징후를 보시게
되면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모든 목록된 징후가 모든 인신매매의 상황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징후의 존재 혹은 부재가 필수적으로 인신매매의 증명의 필요가 되지않습니다.

•

•

당신의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연결되십시오.

•

인신매매활동 가능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시거나

•

훈련, 기술지원 및 재원을 요구하여 좀 더 배우십시오.

3.

당신의 지역에 피해자들을 서비스로 안내하십시오. 많은 비영리, 서민, 예배당 및 종교를
바탕으로한 단체는 인신매매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및 주거지로 부터
법적대행까지 그들이 필요로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제공자들과 피해자를 연결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사법부 및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제공자들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좀더 배워보기 위하여 www.usdoj.gov 및 www.hhs.gov 를 방문하십시오.

4.

Get to know the task force in your area. 당신의 지역의 대책위원회와 알고
지내십시오. 이런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기구(NGOs)는 물론
연방, 주, 지역, 카운티 및 부족 법률집행 및 고발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www.bja.gov 을 방문하여 당신의 지역에 인신매매대책위원회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5.

블루캠페인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인신매매을 종식시키기 위한 싸움에
개입될 수 있는 좀 더 많은 훈련, 봉사자료, 피해자지원자료 및 정보를 위해서
www.dhs.gov/bluecampaign 를 방문하십시오. 페이스북에 있는 저희를
“좋아”합니까?: www.facebook.com/bluecampaign. 아니면
BlueCampaign@hq.dhs.gov 으로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