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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철 주지사, 트랜스젠더 인식 주간을 기념하여 성소수자 보호 법안에 서명  

  

S.674/A.459는 성매매, 노동 매매 및 강제 성매매의 피해자가 되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하는 것과 관련된 법안  

  

S.5325/A.6193, 유틸리티 기업에 고객이 선호하는 이름과 호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도록 요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START 법은 성매매, 노동매매, 강제 성매매의 피해자가 

되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무효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안 

S.5325/A.6193은 유틸리티 회사에 고객이 선호하는 이름과 호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도록 요구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걸쳐 성소수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공격을 목격함에 따라, 뉴욕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트랜스젠더, 성별 구분을 벗어난 개인, 성별 비순응 커뮤니티가 확인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 행정부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뉴욕은 우리의 지칠 줄 모르는 지지자들과 입법부의 파트너들의 

노력으로 인해 이러한 길을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두에게 환영받는 

주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START 법인 S.674/A.459는 성매매, 노동매매, 강제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자, 그러한 

매매 또는 강요의 결과 범죄를 저지를 개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피해자와 직접 연관된 성매매 관련 범죄 유죄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10년 뉴욕에서 통과된 법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Jessica Ramo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트랜스젠더 인식 주간 동안 

트랜스젠더와 성별 비순응 뉴욕 시민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도전과 관련한 가시성을 

구축한다는 개념을 현실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START 법은 

인신매매의 생존자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고용 장벽을 낮추고, 적절한 이민법적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며, 미국 주 전역에 걸쳐 수천 명의 생존자들에게 트라우마의 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ichard Gottfrie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성매매 생존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인신매매범에 의해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르도록 강요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는 부담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뉴욕의 2010년 법은 이와 관련된 

미국 최초의 법이며 국가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제 Hochul 주지사님 덕분에 더 많은 

인신매매 생존자들이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의 유죄 판결로 인한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원의 후원자인 Jessica Ramos, Carl 

Heastie 국회의장, 그리고 이 중요한 인권 법안이 법제화되도록 도와주신 많은 

지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령 S.5325/A.6193은 유틸리티 기업, 지방 자치체, 수도 공사 및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고객이 선호하는 이름과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유틸리티 고객에게 선호하는 이름과 호칭을 제공하고 인정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Brad Hoylm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의 공공 사업 및 

전화 회사가 고객이 선호하는 이름과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안(S.5325/A.6193)에 

서명함으로써 트랜스젠더 인식 주간(Transgender Awareness Week)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은 이름'이 붙거나 확인되지 않은 

이름이나 성별에 의해 언급되는 수모를 겪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21년은 인권 

캠페인이 이 자료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트랜스젠더와 성별이 구분되지 않은 

개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이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법은 뉴욕주 전역에 걸쳐 7만 

8,000명 이상의 트랜스젠더와 성별 비순응 개인들에게 중요한 지지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와 함께 이 법안을 지지하고 트랜스젠더 뉴욕 시민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해 준 Stewart-Cousins 대표, González-Rojas 하원의원, 그리고 양원의 제 

동료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Jessica Gonzalez-Roja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랜스젠더, 특히 트랜스 

여성에 대한 살인사건이 기록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반 LGBT 

법안이 전국의 다른 주에서 도입 및 통과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증오에 맞서야 합니다. 저는 트랜스젠더가 우리 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유틸리티 회사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후원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지지해 주신 Heastie 의장님과 올버니에서 법안 진행을 

도와주신 지지자분들 그리고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트랜스젠더 인식 주간은 우리를 인식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트랜스젠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트랜스젠더의 삶도 중요합니다."  

  

Jerrold Nadl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식적인 보호조치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법안들은 공익 사업자들이 트랜스젠더와 



성별 비순응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적절히 대우하도록 요구하고, 인신매매와 관련된 

유죄판결을 쉽게 함으로써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와 학대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되는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뉴욕을 향해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Ritchie Torre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입법 패키지가 제정됨에 따라 뉴욕주는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보호되고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는 것을 보장하는 국가 

리더로서의 입지가 확고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트랜스젠더에 대한 증오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은 폭력을 방지하고 취약한 이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는 성소수자의 보호를 주법에 

포함시키고 뉴욕을 모두의 안전한 피난처로 더욱 공고히 하는 조치를 취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Deborah J. Gl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존엄성, 존중, 그리고 인생에 두 번째 기회를 줄 권리에 대한 뉴욕의 

헌신을 재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제 동료들이 트랜스젠더와 성별 비순응 정체성을 

옹호하고 인신매매의 생존자 모두를 위한 미래를 보장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Danny O'Donne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은 매일 정부, 가족, 

동료들에 의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싸웁니다. 저는 우리 주가 다시 나서서 

다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트랜스젠더 뉴욕 시민들은 그들의 

본모습으로 생활할 자격이 있습니다. 젠더 인식법(Gender Recognition Act)에서 

Walking While Trans 금지령 폐지 등 오늘날의 법안에 이르기까지, 뉴욕은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 비순응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권리를 변함없이 지지해주시고, 트랜스민들을 더 이상의 혐오와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하여 우리 국가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트랜스젠더 인식 주간 동안 이루어진 이 모든 진전은 인권을 

지지하겠다는 뉴욕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맨해튼 자치구 청장 Gale A. Brew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성소수자 인권운동 

발상지인 맨해튼 자치구의 청장으로서 저는 오늘 Hochul 지사님의 법안 서명으로 우리 

주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더 공정하고 평등한 곳으로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께서 유틸리티 회사가 고객이 

선호하는 이름과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 및 성매매 피해자에 관한 법적 절차 

기록의 기밀성을 보호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Lynn Schulman 선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Hochul 주지사와 함께 

우리의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존엄성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Law)의 이 새로운 조항은 유틸리티 회사들이 뉴욕 시민들, 

특히 트랜스젠더 이웃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제, 고객들은 일상 서비스를 받을 때 그들이 선호하는 이름과 호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보호하고 배려할 때 뉴욕은 더할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또한, Start 법은 인신매매 생존자들을 보호할 것이며 이 법안을 입법화한 Hochul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법은 인신매매에 의해 착취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공공 안전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생존자들의 

기밀 정보가 그들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Chi Ossé 선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 평등과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법안과 성매매 피해자의 생명과 성매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법을 

지지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항상 우리의 가장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롭고 

동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우리를 더 가깝게 하는 입법을 전적으로 지지해 나갈 

것입니다."  

  

Tiffany Cabán 선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범죄화는 억압적인 시스템의 모든 

생존자를 인간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성소수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색인종 위원회 신임 위원으로서,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오늘 지지자들과 함께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노동매매와 성매매의 생존자들이든, 

기관에 의해 피해를 입은 트랜스젠더이든 우리는 각 개인들의 존엄성을 높이는 법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트랜스젠더 인식 주간에는 기록적인 수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트랜스, 젠더 비순응, 비이분자들과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한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주지사와 의회, 

주 의회, 그리고 지지자들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Judy Harris Kluger 가정 안식처(Sanctuary for Families) 명예 상무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Hochul 주지사님께서 START 법에 서명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주 전역에서 연합 파트너와 생존자들과 함께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인신매매의 생존자들은 착취로 인해 저지른 범죄의 전과가 남아 삶을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유죄판결을 취하하는 것은 생존자들의 장기적인 

안전과 삶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가정 

안식처(Sanctuary for Families)는 리더십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와 이 법의 

후원자인 Ramos 상원의원, Gottfried 하원의원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입법부가 

생존자들이 자치권과 학대를 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성전환 변호사협회(National Trans Bar Association) 공동 의장인 Kristen 

Browd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Hochul 주지사님께서 뉴욕 시민 모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뉴욕주는 자신의 잘못 없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희생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삶의 모든 면에서 평등을 증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트랜스젠더 뉴욕 시민인 저는 주지사의 강력한 

지지에 대해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주지사와 함께 그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의 Donna Lieberma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매매와 노동매매의 생존자들은 지원을 받아야지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우리 주법은 몇몇 

생존자들을 그들의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저지르도록 강요된 범죄로 우리의 형법 체계에 

얽히게 했습니다. 그것은 위엄도 정의도 아닙니다. START 법이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 

주는 이제 생존자들이 평생 남아 있는 고용, 주거 및 교육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비시민 

생존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시민 생존자들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 및 가족 분리를 포함하여 이민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뉴욕은 

낙인을 찍는 것보다 안정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도시 정의 센터(Urban Justice Center)의 성노동자 대정부 업무 

프로젝트(Government Affairs for Sex Workers Project)의 협회장인 Andy Bow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정의센터의 성 노동자 프로젝트(The Sex Workers Project of 

the Urban Justice Center)는 START 법에 서명해 주신 주지사님과 우리의 많은 

고객들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더 큰 희망을 주신 후원자인 Jessica Ramos 

상원의원, Richard Gottfried 하원의원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START법이 가져온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오랜 세월을 추진한 생존자들과 확고한 지지자들을 

존경합니다. 이제 우리는 뉴욕 전역의 인신매매 생존자들에 대한 더 많은 범죄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성매매 관련 혐의를 넘어 범죄 행위에 

관여하도록 강요받거나 강요받았습니다. START 법이 통과되기 전 공소시효가 있는 

유일한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START의 제정으로, 우리는 많은 종류의 치유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법률구조협회(The Legal Aid Society)의 형사소송 책임 변호사인 Tina Luong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구조협회(The Legal Aid Society)의 착취 개입 

프로젝트(Exploitation Intervention Project)는 이 법의 시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는 이 중요한 구제를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수많은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축하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그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그들의 결단력과 용기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고객을 대신하여 

오늘 START법에 서명해 주신 Hochul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르클린 디펜더 서비스(Brooklyn Defender Services)의 여성 보호 프로젝트의 선임 

소송 변호사인 Jillian Modzelesk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르클린 디펜더 

서비스(Brooklyn Defender Services)는 오늘 START법에 서명해 준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 법안으로 뉴욕주는 인신매매 생존자를 범죄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선변호사로서 우리는 범죄기록의 재정적, 교육적, 

주거적, 이민적 결과가 얼마나 해로운지 매우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 캠페인에서 생존자 

편에 서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범죄 기록을 청산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 싸워온 인신매매 생존자들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 

중요한 법률은 제정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Jessica Ramos 상원의원과 Richard Gottfreid 

하원의원이 함께 구제를 달성하는 인신매매 생존자법의 확고한 챔피언이 되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NEW Pride Agenda의 사무 총장인 Elisa Cresp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은 

유틸리티 회사, 지방 자치 단체, 수도 공사 및 전화 회사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며, 이에 

따라 그들은 고객들에게 전반적인 현안을 설명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에서의 성 정체성 

확인법(Affirming Gender-Identities in Utilities Act)은 소비자와 고객이 선호하는 이름과 

호칭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몸짓으로 TGNC 사람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Trans Equity Consulting의 설립자이자 "Pose"에 반복적으로 게스트로 출연하는 

Cecilia Gentil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TART 법이 법으로 제정되면 인신매매 

상황에서 체포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삶을 계속 

나아가고 그들이 스스로 꿈꾸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인신매매의 

생존자로서 저는 Hochul 지사님의 지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Translatinx Network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Cristina Herre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뉴욕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희망과 안전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Princess Janae Place의 사무 총장인 Jevon Mart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신매매의 생존자들을 보고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정확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Callen-Lorde Community Health Center의 사무 총장인 Wendy Star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괄적인 건강과 웰빙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부와 사회에 대한 접근만큼 유능하고 질 좋은 건강 관리에 대한 완전한 접근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Callen-Lorde는 이러한 필수적인 법안인 START ACT(인신매매 

생존자에 대한 범죄 기록 경감 및 공익법인이 고객의 자기 식별 이름과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 커뮤니티의 가시성과 확인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주(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유죄판결 공소시효를 무효로 만든 법률 제소 및 승소 

판결을 받은 SPEAL Institute의 Melissa Broudo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신매매의 생존자들에게 착취로 인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줄 START 법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법상 생존자를 대변해 온 

사람으로서 생존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완전한 구제책이 

필요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뉴욕주는 인신매매 생존자들을 

옹호하는 선두 주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Safe Horizon의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START 

법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법안은 생존자들과 



옹호자들이 보다 정의로운 법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한 수년간의 옹호 활동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신매매 이후에도, 우리의 고객들은 그들의 

잔존한 범죄 기록에 시달려왔고, 이민 구호, 고용, 주택, 또는 다른 기회들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신매매 생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범죄의 전과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의 존엄성과 주체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과 회복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려 깊은 

리더십과 이 중요한 법안을 변함없이 지지해주신 Richard Gottfried 하원의원과 Jessica 

Ramos 상원의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인신매매 생존자이자 START법 옹호자인 Ricardo C.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위대한 승리와 관련된 모든 분들께 START 법에 서명함으로써 제가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헌신해 주신 

분들과 인신매매 피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START 법은 원래 법이 제공하지 않은 

것, 즉 인신매매와 관련된 모든 유죄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START 법에 서명함으로써, 최종 유죄 판결을 철회하고 범죄 기록에 대한 속박 없이 

계속 나아가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삶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웠고, 한때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감정적, 육체적 트라우마로부터 

진정한 탈출을 제공한 진정한 슈퍼 히어로들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은 나에게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과 밝은 미래, 한 때 나에게 강요되었던 한계나 장벽이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저는 내가 무엇에 노출되었는지, 어떻게 대우받고 견뎌야 

했는지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고등 

교육에 지원하고, 새로운 직업 경로, 새로운 기회 또는 심지어 살 곳을 찾을 때 더 이상 

내 마음 속에 트라우마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확고한 결의에 감사드리며, 

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START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신매매 생존자인 Rosalind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트랜스젠더 이민 여성이고 

인신매매 생존자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 시민으로서, 의료 분야의 IT 전문가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시민권 선서를 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인신매매의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폭력적인 남자가 저를 밀매했고, 그 결과 저는 그의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춘죄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뉴욕의 무효화 법(vacatur law) 덕분에, 저는 제 

이야기를 법 집행 기관에 전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유죄 

판결만 제외하고 제 기록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 변호인은 뉴욕주 법에 따라 

인신매매의 피해자로서의 다른 유죄판결을 무효로 할 수는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출소해달라는 다른 탄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왜 이런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굴욕과 트라우마를 다시 겪으면서 말이죠. 오늘도 미국 시민으로서 한 가지 

확신이 제 삶에 일종의 오점이고, 과거에 겪었던 폭력과 트라우마의 잔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START법에 따라 그 확신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은 제 삶에 존엄성을 되찾고 치유 

과정의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인신매매 생존자인 Pame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START법이 법안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전율하기 시작했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한 후 이제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밀매업자의 

통제하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 때문에 마약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유죄판결이 일회성 유죄판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회봉사활동과 3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완료했고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 경력 때문에 

T비자 신청이 거절당했을 때 또 다시 처벌받는 느낌이어서 20년 형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학교에 등록하고, 세금을 내지 못하고, 어머니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함께 동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중압감을 느껴졌고, 

슬프고 우울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가 공부하고 일하며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저의 능력을 환원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평범하게 살면서 여행이나 성소수자를 위한 입양 같은 규칙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가져오는 변화는 제가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처럼 하기 싫은 일에 연루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 버팔로 연구소의 생존자 지원 프로그램(International Institute of Buffalo's 

Survivor Support Program)은 "뉴욕주 내에서 성매매를 하고 노동 인신매매의 

생존자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줄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착취 기간 내내 밀매업자들에 의해 카운티에서 

카운티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 

법은 생존자가 어떤 유형의 착취를 겪었든, 어디에서 착취당했든 간에 평등하게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의에 더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엠파워먼트 콜라보레이션(ECLI/VIBES)은 "START 법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과거 인신매매 경험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들이 살아가고 번영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뉴욕이 다시 

인신매매 생존자 편에 서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주신 생존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및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센터(The Lesbian, Gay, Bisexual 

& Transgender Community Center)의 Glennda Testone 사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센터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요구를 지원하는 뉴욕의 법률과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Hochul 주지사님은 트랜스젠더, 성별 

비순응 뉴욕 시민들의 정체성이 일상생활에서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START 법에 서명함으로써 주지사는 모든 인신매매 생존자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직면했던 상황보다 더 많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주택, 고용 등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직면했을 수 있는 낙인을 제거하고 장벽을 허물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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