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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설문조사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NCVS는 경찰에 신고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난 6
개월 동안 범죄의 피해자였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누가 실시합니까?
U.S. Census Bureau (미국 인구조사국)이U.S. 
Department of Justice’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미국 법무부 사법통계국: BJS)을 대신해 
NCVS를 실시합니다. 

이 정보는 어떻게 수집됩니까?
인구조사국 직원이 귀하와 12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에게 
인터뷰하기 위해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선정된 주소의 사람들은 3년 동안 6개월에 
1회 총 7차례의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이 설문조사에 어떻게 제가 선발되었습니까?
미국의 모든 가구를 대표하기 위해서 한 개인 대신 주소가 
선정됩니다.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귀하께서 이 
주소로부터 이사를 하실 경우, 새로 입주한 사람이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설문조사에 왜 참여해야 하죠?
귀하의 거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의 범죄와 안전에 관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보장하는데 귀하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귀하께서 이 설문조사에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의 참여는 미국 전역의 다양한 
공동체의 범죄와 안전 문제에 대한 공공의 이해에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 개인 정보는 어떻게 보호됩니까?
인구조사국은 법에 의해 귀하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Title 13, U.S. Code, Section 9 그리고  
Title 34, U.S. Code, Sections 10231 및 10134). 
귀하의 답변은 귀하의 이름과 연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조사국과 BJS(사법통계국)은 귀하와 귀하의 가구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귀하의 답변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자원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전국 범죄 피해자 센터)
1-202-467-8700
<https://victimsofcrime.org>
Victim Connect 
(피해자 커넥트) 
1-855-4VICTIM (1-855-484-2846)
<https://victimconnect.org>
Boys Town National Hotline 
(전국 보이스 타운 핫라인) 
1-800-448-3000
<www.boystown.org/hotline>
Childhelp National Child Abuse Hotline 
(전국 아동지원 아동 학대 핫라인)
1-800-4-A-CHILD (1-800-422-4453)
<www.childhelp.org>
Eldercare Locator 
(노인 돌봄 위치 정보)
1-800-677-1116
<https://eldercare.acl.gov>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 
1-800-799-SAFE (1-800-799-7233)
1-800-787-3224 (TTY)
<www.thehotline.org>
The 988 Suicide & Crisis Lifeline 
(988 자실 및 위기 라이프라인)
988
<https://988lifeline.org>
The National Sexual Assault Hotline 
(전국 성폭행 핫라인)
1-800-656-HOPE (1-800-656-4673)
<www.rainn.org>
The Trevor Project 
(트레버 프로젝트)
1-866-488-7386
<www.thetrevorproject.org>
U.S. Department of Justice’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미국 법무부 사법통계국)이 후원하는 설문조사입니다. 

U.S. Census Bureau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수집한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미국 법무부) Office of 
Justice Programs (사법 프로그램 사무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사법통계국) bjs.ojp.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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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범죄 피해자 설문조사란?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전국 범죄 피해자 
설문조사: NCVS) 는 미국 가구의 샘플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적인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는 사람들과 그들이 도난, 
절도, 자동차 절도, 강도, 폭행, 강간, 그리고 지갑 날치기/
소매치기 등과 같은 특정 유형의 범죄 피해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림 1
과 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NCVS 데이터는 범죄 및 안전의 
추세와 패턴을 추적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더 
많은 예는 <https://ncvs.bjs.ojp.gov/Hom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1.
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
(총 피해 비율)

개인 범죄
82.0% 폭행
9.4% 강도
6.9% 강간/성 폭행
1.7% 지갑 날치기/소매치기

재산범죄

 81.1% 도난
14.4% 강도
4.5% 자동차 절도

비고: 반올림으로 인해 총 퍼센트가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사법통계국),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전국 범죄 피해 설문조사), 2020년.

이 설문조사는 어떤 정보를
수집합니까?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경험한 범죄의 유형 및 건수
• 사람들과 가구의 특징
• 다음을 포함하는 범죄 세부 사항:

• 범죄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 부상
• 경찰의 개입
• 사용된 무기
• 이용한 피해자 서비스

그림 2.
경찰에 신고된 피해
(총 피해 비율)

개인 범죄

57.9% 신고되지 않음

39.9% 신고되었음

2.1% 정보가 없음

재산범죄

65.6% 신고되지 않음

33% 신고되었음

1.4% 정보가 없음

비고: 반올림으로 인해 총 퍼센트가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사법통계국),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전국 범죄 피해 설문조사), 2020년.

데이터의 정확성
이 팩트 시트에 제시된 데이터는NCVS에 응답한
사람들과 가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추정치는 전체
인구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샘플링 및 비샘플링
오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CVS
Technical Documentation(NCVS기술 문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js.ojp.gov/data-collection/
ncvs#documentation-0>.

질문이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합니까? 
Bureau of Justice Statistics(사법통계국) 연락처 

이메일: <askBJS@usdoj.gov> 전화: 202-307-0765

이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https://bjs.ojp.gov/programs/ncvs>
또는 QR 코드:

인구조사국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설문조사 참여를 위해 
귀하에게 연락하는 사람이 인구조사국 직원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www.census.gov/ncvs> 또는 QR 코드:

https://ncvs.bjs.ojp.gov/Home
https://bjs.ojp.gov/data-collection/ncvs#documentation-0
https://bjs.ojp.gov/data-collection/ncvs#documentation-0
mailto:?subject=
https://bjs.ojp.gov/programs/ncvs
http://www.census.gov/nc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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