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식별

종교에 근거한 그룹

어떤일을 하실 수 있나요?
1.

징후를 알아내십시오.: 주요 징후를 목록하는 17 개국의 언어에 편리한 지갑크기의 카드의
표시카드를 주문하십시오.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근거리 지역에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www.dhs.gov/bluecampaign.

2.

인신매매의 예측 분위기를 보고하세요:
수상한 인신매매활동을 보고하거나

연방법률집행부로부터 도움을 받기

원하시면 1-866-347-2423 에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예측 분위기를
제출하십시오 www.ice.gov/tips.
세계적으로 국토안보조사(HSI)제보전화에 수상한 범죄활동을 일주일에 7 일 하루 24 시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전화번호 802-872-6199 에 전화하여 국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에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HSI 에 의해 집행되는 400 개 이상의
법률에서 공공 및 법집행기관으로부터 고급으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받습니다.
국가 인신매매정보센터 (NHTRC) 1-888-373-7888 에 전화하세요 :
•

지역의 서비스제공자와 함께 도와주고 연결되십시오;

•

인신매매 가능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또는

•

연수, 기술지원 혹은 자원을 요구하는 것을 좀 더 배워보십시오.

The NHTRC 는 국가 어느 곳에서는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24 시간 무료 전화번호가 유효하며
비정부기구에 의해 운영됩니다
3.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를 교육하십시오. 인신매매에 관하여 더 배워 보고 주의를 기울일 징후에 대하여 좀

더 배워보시고 아시는 분들을 훈련에 모시고 가시려면 저희의 무료 및 상호보안적 온라인 훈련

www.dhs.gov/bluecampaign.웹사이트에 방문하십시오.

4.

말을 퍼트려주세요! 블루(Blue)캠페인에 대해 동료들에게 알려 주시고 저희가 제공하는 유효한 많은 프로그램 및
가족을 만드는 방법 및 흥미가 있으신 분은 누구든지 www.dhs.gov/bluecampaign 유효한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5.

블루캠페인 홈페이지에 방문하세요. 보다 자세한 훈련, 복지자료, 피해자 자료 및 인신매매와 싸우는
것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위하여 www.dhs.gov/bluecampaign 을 방문하십시오. 저희가
“좋아요?” 페이스북: www.facebook.com/bluecampaign 에 방문하시거나 연락하십시오:

BlueCampaign@hq.dhs.gov.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
피해자 식별 및 인신매매의 수상한 건을 보고하는 것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인신매매의 징후

피해자 식별 및 인신 매매 건의 수상한 사건을 보고하는 것

피해자가 유난히 눈에 띄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 간호원, 사회봉사자, 믿음을 근거로하는 지도자, 및 비정부기구(NGOs)들이 매매의 피해자와
직면하고 ‘식별하며 도움’을 줄수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인신매매의 징후와 표시에 관해서
배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서 피해자를
식별하는 첫 단계를 거치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입니다.

매매피해자는 우리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피해자를 식별하고 제보하는 것이 법률집행이 피해자 및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위엄을 복구하는 의료 및 정신건강보호, 주거지,
직업연수, 법률지원과 같은 서비스로 피해자들을 연결 시킬 수 있습니다. 당 신 의 안 전 은
물 론 피 해 자 의 안 전 까 지 도 가 장 중 요 합 니 다 . 수상하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매매자들과
맞서가나 피해자에게 경고하려는 시도는 어느 때에라도 하지 마십시오.

징후의 존재 혹은

부재는 인신매매의 필요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인신매매의 수상한 건을 수사하는 것은 법률
집행에 달려 있습니다.
•

가족, 친구, 사회기관 혹은 예배장소로 부터 두절된 것 같이 보입니까 ?

•

아이가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멈추었습니까?

•

행동이 갑자기 혹은 극적으로 변경 되었습니까?

•

아동이 상업성행위에 개입되었습니까?

•

혼란 또는 혼동해 하거나 정신적 혹은 육체적폭행을 징후를 보여줍니까?

•

치유되는 여러 과정에서 타박상이 보입니까?

•

두려워하거나, 소심하거나 복종합니까?

•

음식, 잠 혹은 의료보호를 거부하게되는 징후를 보입니까?

•

어떤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의 의견에 자주 따릅니까? 아니면 어디를
가든 혹은 누구에게 얘기하든 상황을 조정 당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까?

매매자들은 약간 혹은 거의 없는 사회 안전 망에서 사람들 먹이로 삼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곤란, 가정 내 폭력,

•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조정 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자연재해 혹은 정치적 불안정을 포함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다닙니다. 매매자들은

•

부적합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까?

•

개인 소지품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이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살고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까?
비합리적인 보안대책이 있습니까?

그들은 미국시민을 포함하여 어떤 연령, 인종, 성별 혹은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 이민신분을 가질 수 있거나 또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합리적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노동분야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보수가 좋은 직종 및 사랑까지도 거짓약속과 함께 미끼에
걸려들게 합니다. 그들은 예배의 장소, 학교, 집, 호텔, 식당, 공사현장, 농장, 버스 기차역,
공항, 인근 공원, 화물자동차 휴게소 및 고속도록 휴게소 혹은 지압소, 술집 및 스트립클럽 (옷
벗는 나이트클럽) 의 장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그들은 종종 가정도우미의 노예, 농장 혹은
공장에서의 노동, 및 다른 종류의 강요당하는 노동 또는 상업적 성교(매춘)에 강요되거나
구속당합니다.

매매자는 어떻게 운영할까요?
폭행 뿐만이 아니라 폭행의 위협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덫에 걸리게 하고 노예를 만들거나 심리적 강요와 같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외상은 하도 커서 상당히 공공연한 장소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식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매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

폭력을 이용하거나 사람들 혹은 가족 구성원을 위협하는 것;

•

음식, 물 혹은 잠과 같은 사람들의 기본 필수품으로 사람들을 해치거나 속이는 것;

•

사랑 혹은 교제로 거짓 약속을 하는 것;

•

좋은 직장 및 집으로 거짓 약속을 하는 것;

•

종교 서비스로 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

친구와 가족들과의 연락을 제한하는 것;

•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는 것;

•

사람의 신분서류를 조정하는 것;

•

추방 혹은 법률집행 소송으로 위협하고 또는

•

주장하는 빚을 지불하도록 봉급을 압류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