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QR코드를 스캔하셔서, 
VINEmobileTM  애플리케이션을 
귀하의 휴대 전화나 장치에 다운  
로드하십시오.

1-888-268-8463

www.vinelink.com

(무료전화)

TTY 1-866-847-1298

피해자 서비스

피해자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다음의 기관에 의해 제공됩니다:

주의:

전 국

전국 음주 운전 반대 어머니회 
1-877-623-3435

전국 범죄 피해자 센터 
202-467-8700

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 
1-800-799-7233                                               
1-800-787-3224  TTY

전국 인신 매매 지원 센터 
1-888-373-7888

전국 피해자 지원 기구 
1-800-879-6682

전국 자살 방지 핫라인 
1-800-273-8255

피살 아동 부모회 
1-888-818-7662

래인(전국 성폭행 핫라인)                              

1-800-656-4673

주

네바다 위기 핫라인                                 
1-800-992-5757

네바다 복지 보건부에 관한 정보 및 추전                                               
211 (in-state) 

음주 운전(DUI) 금지 
(702) 456-7867 

네바다 법무 장관실 및 해당 지역의 법 집행 기관

네바다 바인 서비스

범법자의 구금 현황에 대한 정보 
입수 및 통지 서비스 

본 프로젝트는 법무부 지원국이 수여하는 그랜트
No. 2009-VN-CX-0014 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지원국은 법무국 프로그램의 구성 부분의
하나로서, 법무부 통계국, 국립 법무 연구소, 청소년
법무국 및 비행 방지국, 범죄 피해자 관리국 또한 본
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본 문서에 있는 관점이나
의견은 문서 저자의 것이지, 미연방 법무부 경찰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닙니다.

본 프로젝트는  미연방 법무부  OVW이 수여하는 
그랜트No. 2012-VAWA-59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문서/프로그램/전시에 표현된 의견이나 발견, 
결론, 그리고 추천 사항들은 그  저자들의 것이지, 
반드시 미연방 법무국인 OVW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정보 및 매일 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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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범법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범법자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4자리 비밀 번호

귀하의 안전을 위해서는 오직 VINE만을 단독으로 
의존하지 마십시오. 귀하께서 위험에 처하셨다고 
느끼신다면, 범법자가 이미 석방된 것처럼 생각하
시고 예방책을 강구하십시오.

1-888-268-8463
무료전화

정보
1-888-268-8463으로 전화하시거나 www.vinelink.com 으로 방문하셔서 구금 정보 이용을 위한 
안내를 따르십시오.

등록
만일 범법자가 구금 중이라면 귀하께서는 등록하셔서  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번
호를 등록하실 때, 통지 전화를 받았음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4자리 개인 비밀 번호를 설정하라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비밀 번호를 기억하시기 쉬운 번호로 선택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적으셔서 안전
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메일로 등록하시면 비밀 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지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석방
• 이송
• 탈출

• 사망

VINE에서 전화를 드리면 메세지를 들으신 후, 비밀 번호 입력 요청시 귀하의 비밀 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파운드(#) 키를 눌러 주십시오.  비밀 번호를 입력하시면 VINE에서 귀하께서 통지 
전화를 받으신 사실을 확인할 수있으므로, 귀하께 다시  전화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VINE은 감옥이나 구치소에 있는 범법자들의 구금 현황을 귀하에게 
자동 전화나 인터넷으로  통지해 드리는 자동화된 서비스입니다. 
귀하께서는 또한 범법자의 구금 현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전화나 
이메일로 통지받도록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끼신다면, 즉시 911를 
부르십시오.

• VINE은 범법자의 구금 현황이 변동이 생겼을 때 자동 
전화로 통지해 드리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한 밤 
중에도 VINE의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만일 귀하께서 통보 전화에 응답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VINE에서 메세지를 남길 것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VINE 에서는 귀하께서 비밀 번호를 
입력하시거나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 귀하께 
전화를 드리게 됩니다.

• 교환으로 연결되는 전호 번호로는 등록하지 마십시오.

• VINE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범법자들은 귀하께서 
VINE에 등록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귀하께서 통보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전화 번호와 이 메일 주소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비밀 번호를 잊어 버리신 경우에는, 
무료전화로 전화하셔서 0번을 눌러 주십시오. 
교환원에게로연결 되어, 귀하의 비밀 번호를 재설정 
하시거나 통지 전화를 취소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귀하를 도와 드리기 위해 연중무휴로 하루 24 시간 
동안 교환원이 항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바다 바인 서비스
이 등록부를 떼어, 다음의

정보를 적으셔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www.vinelink.com 
VINELink 웹 싸이트를 방문하시려면, 
귀하의 휴대 전화나 장치로 본 QR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