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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 포켓몬 고 게임에서 가석방 성범죄자를 제한하도록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에 지시합니다 

 

주지사는 Niantic, Inc.에 요청서를 발부합니다. 게임에서 성범죄자를 제외시키기 위한 협력을 

요청 

 

형사사법 서비스 부서는 Niantic Inc.와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성범죄자 등록부의 

가장 최신 정보를 제공 

 

Jeffrey Klein과 Diane Savino 주 상원의원들이 만든 경계 보고서의 지시명령 실행집 

발간본은 성범죄자들에게 뉴욕 주의 어린이들이 노출되는 경우에 대한 포켓몬 고의 위험을 

상세히 다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포켓몬 고와 그와 유사한 게임들의 사용으로부터 지역 

사회의 감독에 따라 성범죄자들을 제한할 것을 뉴욕 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에 

지시했습니다. 뉴욕 주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지사는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Niantic, Inc.에게 포켓몬 고를 사용할 때 위험한 성범죄자들을 금지시키는 

지원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뉴욕 주의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발전이 새로운 희생자를 먹이로 삼는 위험한 포식자들을 위한 새로운 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증강 현실 게임의 플레이어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우리의 어린이들을 

해하고자 찾는 것으로부터 하나의 도구를 더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주지사의 지시로, DOCCS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는 지역사회의 감독에 따라 포켓몬 고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기반 게임의 다운로드, 접속 그렇지 않으면 게임 활동의 참여로부터 

성범죄자들을 금지시키는 성범죄자들을 위한 새로운 가석방 조건을 도입했습니다. 이 

지침은 거의 3,000 명에 가까운 레벨 1, 2, 3의 현재 가석방 중인 성범죄자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형사사법 서비스 부서는 추가로 이 정책의 채택을 권고하면서 카운티 보호 

관찰소에 지침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형사사법 서비스 부서 (DCJS)에게 성범죄자 등록부 내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Niantic Inc.에 연락을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DCJS는 또한 애플과 구글에게 이 공공 안전 우려를 알려주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사용자의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PokemonLetter.pdf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활동할 것입니다. 포켓몬 고처럼 모바일 게임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페이스 북,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같은 회사와 공유하는 

동일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 인기있는 증강 현실 게임을 플레이하는 어린이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성범죄자와 가까운 위치나 또는 심지어 성범죄자의 거주지에 에 접어들게 되는 것을 사례로 

입증하는, Jeffrey D. Klein과 Diane Savino 주 상원의원들이 작성한 최근 보고서에 의해서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특정한 위치에 트래픽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수수료로 “미끼”를 

구입할 수 있는 게임의 특징은 또한 성범죄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effrey D. Klein 주 상원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켓몬 고는 성범죄자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로 향하는 가상도로의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소아성애자들이 항상 

희생자들을 꾀어내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과 우리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는 이 

새로운 기술이 또한 포켓몬 대신에 위험한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을 가깝게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실제로, 저의 포켓몬 고 조사는 죄질이 심한 성범죄자의 주거지들과 게임속의 

목표들 사이에 충격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지침이 좋은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동안, 이 기술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더 많은 작업이 아직도 남아 있고, 저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모니터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 

주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8시간 내에 저의 조사에 조치를 취한 Cuomo 

주지사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Diane Savino 주 상원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켓몬 고는 우리 어린이들을 즐겁게 

만들어주지만,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는 잊게 합니다: 그것은 위험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성범죄자들은 포크스톱이나 체육관처럼 어린이들이 모이는 인기 

장소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고, 직접 대면해서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휘했던 

이 조사는 이 인기 장소들이 위험한 성범죄자들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법률의 제정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 주 전 지역 어린이들의 흥미에 대한 우리의 조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법무 장관으로, Cuomo 주지사는 온라인의 성범죄자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 보안 및 온라인 포식자 대상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수많은 획기적인 보호장치를 이끌게 된 이 랜드마크 법안은 성범죄자들을 등록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이메일 계정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이름을 가려내고, 뉴욕 주 형사사법 

서비스 부서와 함께 다른 인터넷 식별자들을 찾아낼 것을 지시합니다. 이 목록은 주 단위로 

24개 이상의 소셜 네트워킹 회사들에게 제공되고, 해당 사이트들은 자체 회원 명부에서 

범죄자를 제거하는데 이 목록을 사용합니다. 제정된 이래, DCJS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성범죄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40개의 기술분야 기업들에게 매주 뉴욕 주에 

등록된 모든 위험 수준의 성범죄자들 18,544명에 관련된 약 52,000개의 기록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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