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착취신고

미국연방시민권및이민서비스국 은미국내외국인근로자들의권리를보호하기

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의권리및문제점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다양한

온라인자료들이있습니다

 임시직근로자의권리및보호 국무부

 귀하의권리를아십시오 브로셔 국무부

 임금감시국 노동부

 이주노동자및계절적농업근로자보호법 노동부

 작업장안전문제 노동부

 노동법및문제점

일반적인이민사기를신고할경우 기타이민혜택프로그램에대한사기및착취방지

페이지를참조하고이메일은 로보내십시오

본페이지의마지막부분에인신매매에대한정보도있습니다

미국내에서긴급한위험에처해있을경우에는 에전화하여경찰에신고하십시오

비상상황 여러분의위치와여러분이전화하고있는전화번호등을알려주십시오 영어를

하지못할경우 통역관을요청하십시오

긴급한위험이아닐경우에는 무료전화번호로전화하거나아래웹사이트에방문하여

비윤리적이거나불법행위를신고하십시오

취업프로그램의사기혹은착취에대한민원인의신고

 미국연방시민권및이민서비스국

미국연방시민권및이민서비스국 은의심스러운 및 비자에대한

사기혹은착취방지에최선을다하기위해웹사이트와이메일주소가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temporary-workers.html
https://travel.state.gov/content/dam/visas/LegalRightsandProtections/Wilberforce/Wilberforce-ENG-100116.pdf
https://www.dol.gov/whd/workers.htm
https://www.dol.gov/whd/mspa/
https://www.osha.gov/workers/
https://www.usa.gov/labor-laws
https://www.uscis.gov/report-fraud/combating-fraud-and-abuse-other-immigration-benefit-programs
mailto:ReportFraudTips@uscis.dhs.gov
https://www.uscis.gov/
https://www.uscis.gov/


미국인은물론외국인근로자들이본인들이나다른사람들이사기혹은착취의

피해자라고의심될경우미국미국연방시민권및이민서비스국 에이메일로

제보 법률위반혐의사항 기타관련정보등을보낼수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및 비자사기혹은착취신고에대한추가정보는아래미국미국연방시민권및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를참조하십시오

비자프로그램사기및착취방지

이메일신고

비자프로그램사기및착취방지

이메일신고

 미국노동부산하임금감시국

노동부 는외국인근로자들을고용하는여러프로그램에대한고용기준시행및

근로자보호를포함하여미국근로자들의복지를보호하고강화하기위한

근로기준법준수를촉진하고있습니다

무료전화번호 청각장애인용통신장치 현지

대기중인통역관들을통하여여러가지언어지원이가능합니다

민원접수방법

고용주의 비자위반혐의를신고할경우 양식을이용하십시오

 미국법무부산하이민자및근로자권리부

이민자및근로자권리부 는이민및국적법 에관한미국법규 조 항

의반차별규정을시행하고있습니다 해당법규의규정사항은

연방규정집 조 항에있습니다 본연방법규는다음사항을금지합니다

 고용 해고 직원모집또는소개비등에있어시민권신분에근거한차별행위

 고용 해고 직원모집또는소개비등에있어국적에근거한차별행위

 취업자격조회 양식및 도중불공평한서류처리행위 그리고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temporary-workers/h-1b-specialty-occupations-and-fashion-models/combating-fraud-and-abuse-h-1b-visa-program
mailto:ReportH1BAbuse@uscis.dhs.gov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temporary-workers/h-2b-non-agricultural-workers/combating-fraud-and-abuse-h-2b-visa-program
mailto:ReportH2BAbuse@uscis.dhs.gov
https://www.dol.gov/whd/
http://www.dol.gov/whd/howtofilecomplaint.htm
https://www.dol.gov/whd/forms/fts_wh4.htm
https://www.justice.gov/crt/immigrant-and-employee-rights-section


 보복또는위협적인행위

무료근로자핫라인전화 청각장애인용 현지

대기중인통역관들을통하여여러언어가지원됩니다

에고발접수

이메일

 미국이민관세청산하국토안보수사국

이민관세청 의직장내법규집행전략은미국내에서취업이허가되지않은

개인들을고의로채용하는고용주들의범법행위에대한기소에초점을두고

있습니다 이민관세청 은또한해당법규의준수를장려하기위해

취업자격조회 양식 감사및민사상벌금제도도이용합니다 직장내법규시행

조사는고용주의법범적행위에따른악덕적인불법사항및만연한착취행위등에

종종관여합니다 이와같은행위들은외국인밀반입 외국인은신처제공 서류및

기타사기 돈세탁 혹은근로자착취등과같은추가적인불법행위에관련됩니다

이민관세청 은불법취업자들을고용하고이들이기준이하의임금이나열악한

작업환경을신고하지못하도록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강제하는 예를들면 이들

근로자들을추방시키겠다고협박하는행위등 행위를하는고용주들을조사합니다

미국및캐나다지역무료전화번호 영어및스페인어로지원이

가능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온라인제보양식

 미국평등고용기회위원회

평등고용기회위원회 는고용차별을금지하는연방법규를집행합니다

이러한법규는다음과같은사항에관련된고용차별로부터귀하를보호합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성적정체성 성적지향성포함 출신국가 연령 세

이상 장애또는유전정보등을이유로불공평한대우를할경우

http://www.justice.gov/crt/filing-charge
mailto:ier@usdoj.gov?subject=Filing%20charge
https://www.ice.gov/hsi
http://www.ice.gov/webform/hsi-tip-form
https://www.eeoc.gov/index.cfm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성적정체성 성적지향성포함 출신국가 연령 세

이상 장애또는유전정보등을이유로직장에서관리자 동료또는다른직원들이

희롱하는경우

 신앙또는장애를이유로귀하가필요한직장내의적절한수용시설을거부하는경우

및

 직장내차별에대해불만을제기하거나직장내차별에대한조사나소송에

협조했다는이유로보복하는경우

무료전화번호 청각장애인용 현지대기중인

통역관들을통하여여러언어가지원됩니다

차별에대한고발접수

이메일

 전국노동관계위원회

전국노동관계위원회 는독립적인연방기관으로근로자들이단체협약

대표기관으로서의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이의필요여부를결정하는근로자

권리를보호하기위한막강한힘을가지고있습니다 본기관은또한사기업의

고용주나노동조합의불평등노동관행을예방하고해결하기위한조치를취합니다

무료전화번호

인신매매

인신매매란어떤형태의노동력이나상업적성매매행위를하기위해강제 사기또는

강압적인수단을사용하는것입니다 사람을밀매하는행위로알려진인신매매는

밀매자들이고용이나보다나은삶에대한거짓약속을통해개인들을유혹하는현대판

노예제도이기도합니다

미국내에서부당하게처우받고있을경우 국가인신매매핫라인전화 로

연락하거나문자메세지수신번호 을입력하고 또는 문자

메세지를보내십시오 또한아래의 웹사이트를통해제보할수있습니다

https://www.eeoc.gov/employees/charge.cfm
mailto:info@eeoc.gov
https://www.nlrb.gov/


인신매매가어떤것인지 인신매매로의심되는행위의신고방법 본인또는본인이알고

있는누군가가인신매매의희생자일지도모른다고여겨지는경우누구에게도움을

요청할지등에대한자세한정보를원할경우다음웹사이트에방문해주십시오

 미국국토안보부 의블루캠페인

블루캠페인 는국토안보부 가인신매매를방지하기위한

통일된창구입니다 사법기관 정부 비정부기관및민간단체등과협력하여일하는

블루캠페인 은자유의기본권리를보호하고인간의생명을

착취하는자들을법의심판을받게하기위해최선을다합니다

블루캠페인의온라인 문서도서관 에다양한자료들이여러가지

언어로가능합니다

 연방수사국

연방수사국 의시민권리프로그램은인신매매및강제노역과같은사건들을

수사합니다 예를들면 이러한것에는강제 사기또는강요에의해상업적성매매

개입또는 강제 강요혹은법률이나법절차를악용한위협을통하여어떠한

노동이나서비스에종사하도록개인을유도하는것이포함됩니다

인신매매사건은통상아래의수사영역에해당됩니다

 성인의미국내성적인신매매 어떤사람이강제 사기및 또는강압에의해상업적

성매매에개입되도록강요된경우

 연방수사국 산하아동폭력범죄과는미국내청소년성적인신매매사건을

담당합니다

 외국국적성인및아동의성적인신매매 외국국적의성인과아동이강제 사기

및 또는강압에의해미국과연계된상업적성적매매에개입되도록강요된경우

 강제노동 외국인을포함한어떤사람이강제혹은강요에의해어떤서비스나

산업에종사하도록강요된경우 이러한것에는강제나강압에의한가족이나가정을

위한가사노역이포함됩니다

https://www.dhs.gov/
https://www.dhs.gov/blue-campaign
https://www.dhs.gov/blue-campaign/library
https://www.fbi.gov/
https://www.fbi.gov/investigate/civil-rights/human-trafficking
https://www.fbi.gov/investigate/violent-crime/cac


연방수사국 의인신매매희생자를개인적으로도와주는안내서 에더많은

정보가있습니다

무료전화번호 영어와스페인어로지원이가능하며또한 온라인

제보양식을사용할수있습니다

가장최근검토 갱신일자

http://www.fbi.gov/file-repository/help-for-victims-of-trafficking-brochure.pdf
https://tips.fbi.gov/
https://tips.fbi.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