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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에 서명  

  
 인신매매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알코올 교육 인식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7360/A.9821)  
  

숙박업소 직원에게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요구하는 
법안(S.244B/A.887C)  

    
공공 화장실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 표지판과 카드를 

게시하도록 스루웨이청에 요구하는 법안(S.8711A/A.9883A)  
   

트럭 정거장에 공공 화장실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 표지판과 
카드를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8678/A.9814)   

   
공항에 공공 화장실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 표지판과 카드를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8710/A.9406)  
   

항만청 공항에 공공 화장실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 표지판과 
카드를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8262/A.9169)  

   
항만청 버스 터미널에 공공 화장실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 

표지판과 카드를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8573/A.9410)  
   

알코올 음료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인신매매 및 지원 핫라인에 대한 표지판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3374B/A.7818B)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8 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들은 공항, 버스 터미널, 호텔, 트럭 정류장과 

같은 장소들이 인신매매에 대한 정보를 눈에 띄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 인신매매의 끔찍한 관행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이 그들의 권리와 이용 가능한 자원을 배울 수 있는 신중한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신매매의 재앙을 끝내고 뉴욕에서의 

이 혐오스러운 관행의 희생양이 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뉴욕 사람들은 인신매매의 징후를 알고 희생자들을 

옹호하기 위해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수천 

명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캠페인이 포함된 이 입법 패키지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인신매매 인식 교육  

법안(S.7360/A.9821)은 뉴욕주 주류 당국이 인증한 모든 알코올 교육 인식 프로그램에 

인신매매 교육 구성 요소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인신매매의 징후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가시켜 필요할 때 대응하기 위해 경고 표지판과 희생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James Skoufi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인신매매 만연으로 

계속해서 전국 4 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자들은 이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바텐더들에게 이 비인간적인 착취를 발견하고 멈추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우리의 법안은 수많은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 법안과 법안 패키지의 

다른 보호 조치에 서명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Kimberly Jean-Pierr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집과 식당 직원들에게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신매매는 대중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폭력과 범죄를 야기하는 사회적인 비극이자 

공동체적 비극입니다. 이 법안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직원들이 이러한 

징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적절한 보고 절차를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을 보게 되어 감격스럽고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법안(S.244B/A.887C)은 손님과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각 직원이 인신매매 희생자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모든 여관, 호텔, 모텔, 모터 코트의 요구 

사항을 수립합니다. 이 교육은 입사 후 첫 60 일 이내에 각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사법정의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과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은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거나 

승인할 것입니다.   

   

Shelley Mayer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뉴욕주 전역의 도시, 교외,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중 한 명입니다. 

호텔과 모텔 직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인신매매를 발견하고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244B 법안을 후원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준 Amy Paulin 의원과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준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Amy Paul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여성과 소녀들은 성매매 업자들에 

의해 소비 가능한 수입이 있는 남성들에게 몸을 팔도록 강요당합니다. 주요 교통 

거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결정적 지원 서비스 홍보는 물론 호텔 종사자들이 성매매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성매매는 잘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확인되지 

않고, 운영하기 위해 숙박과 운송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교차로에 있는 희생자들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안전과 자유를 위한 

생명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안에 서명하고 성매매를 종식시키기 위한 

헌신을 보여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인신 매매 인식  

법안(S.8711A/A.9883A)은 모든 스루웨이청 화장실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와 국가 인신매매 핫라인 번호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 지역에서 희생자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차량은 인신매매업의 80% 이상에 사용되며, 이 중 

상당수는 뉴욕주 철도가 운영하는 27 개 서비스 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Cordell Clear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원 여성 문제 상임 

위원회(Senate Standing Committee on Women's Issues) 의장으로서 저는 인신매매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주지사가 모든 스루웨이청 서비스 구역에 사전 

예방적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제 법안 S.8711-A 에 서명한 것을 칭찬합니다. 

올해, 저는 인신매매에 관한 14 개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 5 개는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 비열한 관행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지역사회가 치유되기 

시작할 때까지 이 문제를 계속 밀고 나갈 것입니다."  

   

법안(S.8678/A.9814)은 모든 트럭 정류장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뿐만 

아니라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 번호도 화장실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그들의 상황을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더 

많은 인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Samra G. Brouk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은 대낮에 

비양심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우리의 교통 인프라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 전역에 

걸쳐 여름철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개입해야 하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삶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럭 정류장과 공항에서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위한 인명 구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 법안에 대해 협조해 주신 

주지사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은 뉴욕을 우리 가족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법안(S.8710/A.9406)은 모든 상업 서비스 및 일반 항공 공항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국가 인신매매 핫라인 번호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항공사는 

국내 및 국제 인신매매의 공통 허브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신매매의 잠재적 피해자들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법안(S.8262/A.9169)은 모든 항만청 공항 화장실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국가 인신매매 핫라인 번호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항공사는 국내 및 

국제 인신매매의 공통 허브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신매매의 잠재적 피해자들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Anna Kapl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지역사회도 인신매매의 재앙에 

면역이 되지 않으며 희생자들이 납치된 사람들로부터 탈출하고 그들이 견뎌야 했던 

트라우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을 피해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상식적인 방법이며,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중 구성원들 사이에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my 

Paulin 의원과 함께 공항과 버스터미널에 피해자 자원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법안들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Hochul 주지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안(S.8573/A.9410)은 모든 항만청 버스 터미널 화장실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 번호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버스 

터미널의 익명성과 편리성 때문에, 버스 터미널은 희생자들을 실어나르는 데 사용되는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정보뿐만 아니라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 번호에 대한 정보를 눈에 띄게 표시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납치법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사용 가능한 자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법안(S.3374B/A.7818B)은 알코올 음료 또는 성인 유흥업소가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통지를 표시하고 미국 인신매매 자원 센터 핫라인과 인신매매 및 노동자 착취 대책 

위원회 불만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많은 유흥업소 클럽과 술집은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의 현장이고, 이러한 핫라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경고 표지판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Jamaal Bail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신매매는 우리의 모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만연한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인신매매의 재앙과 싸우고, 희생자들을 위한 자원을 촉진하고,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한 예방 조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작용합니다. 제 법안은 주류 판매 

허가증을 소지한 모든 시설과 모든 성인 유흥업소에는 인신매매 핫라인과 관련된 



연락처 정보가 표시된 표지판을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것입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 특별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피해자가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러한 시설에서 눈에 보이는 표지판을 의무화하면 잠재적으로 인명 구조 

지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서명해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 의회 후원자 Catalina Cruz,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Andrea Stewart-

Cousins, 의장 칼 Carl E. Heastie 그리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준 

상원 및 하원의 제 동료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Catalina Cru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신매매, 즉 현대의 노예제도는 많은 

면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입니다. 제 법안은 피해자들이 더 잘 

보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의무화함으로써 대중의 인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노예제도의 공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법안을 

지지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 그리고 이 현안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Jamaal 

Bailey 상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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