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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성범죄, 스토킹, 인신매매 피해자가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  

  

피해자, 미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주소를 숨길 수 있어  

  

Cuomo 주지사: “성범죄, 인신매매와 같은 흉악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그들을 찾아와 

다시 해칠 수도 있다는 지속적인 두려움 속에서 살아서는 안됩니다. 이 법안에 서명 및 

제정함으로써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학대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안정감을 찾을 

방법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성범죄, 스토킹, 인신매매 피해자가 미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5444/A.7515)에 서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자신의 실제 집, 학교, 직장 주소를 대신하여 주무부에서 제공한 

대체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주소를 숨길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법안은 제정 90일 후 발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범죄, 인신매매와 같은 흉악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그들을 찾아와 다시 해칠 수도 있다는 지속적인 두려움 속에서 살아서는 

안됩니다. 이 법안에 서명 및 제정함으로써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학대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안정감을 찾을 방법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법은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회복과 

치유에 필수적인 안정감과 마음의 평안을 제공해줍니다."  

  

이전 법에서는 가정 폭력 피해자만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스토킹 및 인신매매의 많은 피해자도 가해자 또는 

잠재적인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주소로 이사함으로써 실제 또는 위협이 되는 



 

 

폭력을 피하려는 시도를 종종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스토킹 및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 법안은 피해자의 실제 주소를 비공개로 보장하여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Julia Salazar 상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범죄, 스토킹, 인신매매를 당한 

너무나 많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그들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피해자에게 매우 필요한 보호와 

이들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평안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향후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및 심리적 폭력 또한 예방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내며, 이번 법안에 서명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Catalina Cruz 하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은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법안이고,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스토킹,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한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주시고 가정 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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