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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열한 번째 제안 

발표: 성범죄자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데이트 앱, 비디오 게임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  

  

온라인 범죄자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뉴욕의 이-스톱(Electronic Security 

and Targeting of Online Predators, E-Stop) 법에 따른 제안  

  

Cuomo: "뉴욕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위험한 온라인 

범죄자가 기술적 진보를 이용해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학대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법은 주변 세계와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웹사이트와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녀를 해치고 악용하려는 모두 사람들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열 

한번째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소셜 미디어 계정, 데이트 

앱 및 비디오 게임 채팅 기능을 사용하여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막는 법안입니다. 이 

제안은 2008년에 통과되었으며 성범죄자가 특정 온라인 활동을 주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뉴욕의 전국을 선도하는 이-스톱(e-STOP) 법에 근거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위험한 온라인 범죄자가 기술적 진보를 이용해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학대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법은 주변 세계와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웹사이트와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녀를 해치고 악용하려는 

모두 사람들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법무장관 시절, Cuomo 주지사는 전자 보안 및 온라인 범죄자 표적법(Electronic Security 

and Targeting of Online Predators Act), 즉 이-스톱(e-STOP) 법을 입안했습니다. 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현재 모든 이메일 계정, 대화명 및 기타 인터넷 식별자를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에 등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이 목록은 범죄자의 사이트를 삭제하는 특정 소셜 네트워크 회사에 

제공됩니다.  

  



그러나 온라인 데이트 앱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온라인 범죄자들은 아이들을 

학대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모든 성범죄자가 단지 계정에 사용하는 

이메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에 각 소셜 미디어 계정 또는 데이트/게임 앱의 대화명을 확실히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DCJS)은 이 목록을 범죄자가 

공개한 공급자에게 보내며 공급자는 이 데이터를 검토하고 데이터 사용 방법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며 사용자에게 이 정책을 공개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안은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온라인으로 자신에 대해 속이는 것을 

범죄로 지정합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DJCS)은 온라인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범죄자로부터 사용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계정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조치를 추가로 설명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자신에 대해 속이는 

가해자는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적 학대의 재앙은 주 전역을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성범죄자의 

작전이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법률 또한 발전해야 합니다. 최근 상소법원의 사례에서 이-

스톱(e-STOP) 법이 성범죄자가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 페이스북(Facebook) 

계정을 가지고 있음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진정한 의도는 계정을 제거하고 계정을 모니터링하는 법 집행 도구를 제공하여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개인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이-스톱(e-STOP)으로 등록한 성범죄자 22,000명의 계정 정보가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현행법을 강화하고 성범죄자가 사용하는 다른 기술적 도구를 포함하도록 확대함으로써 

법 집행기관과 검찰은 성범죄자에게 학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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