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4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성매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발표  

 

아동 성매매 희생자가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법정에서 증언할 필요가 없게 보장하는 법안 

-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안 -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메모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정부와 협력할 것을 주정부 인신 매매 

태스크포스(State Human Trafficking Task Force)에 지시  

 

전미 인신 매매 신고 직통전화(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 170 개 언어로 

비밀리에 도움을 보장받으면서 신고할 수 있는 무료 전화 - 1-888-373-7888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아동 성매매 희생자를 대신하여 검사의 정의를 

추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비롯해서 아동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방법은 자진해서 매춘부가 되는 아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뉴욕법은 검사들이 아동을 매춘에 참여시키기 위해 강압, 사기 

또는 강요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빈번하게 이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호받기를 원하는 아동 희생자들의 증언을 통해서입니다. 주지사의 법안은 이 

요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법정에 출두해서 이 희생자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할 

필요없이 참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들에게 부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을 희생양으로 

삼는 현대판 노예 매매에 불과합니다. 뉴욕과 그 이외의 지역에서 반드시 최종적으로 

영원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개혁안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 아동 성 매매범들이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는 위험한 허점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보호를 도우며 

인신매매범들에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수단을 법 집행 기관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아동이 매춘에 동의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의 다른 

측면과 모순된다는 사실 외에도, 강압, 사기 또는 강요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건은 아동 

성 매매범에게 유죄를 구형하려는 검사들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합니다. 보통 이 기준을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PB_21-SEX_TRAFFICKING_OF_A_CHILD-BILL.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PB_21-SEX_TRAFFICKING_OF_A_CHILD-MEMO.PDF


 

 

충족시키려면 희생자가 성 매매범에 대해 증언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이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희생자들이 추가적인 트라우마를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번하게 이 희생자들은 자신들이 아동 성 매매범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거나 강압,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사랑하는 

마음에서 매춘에 종사했다는 증언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성매매와 관련된 처벌보다 

낮은 형량으로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해당 아동은 인신 매매범에게 돌아가서 

학대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법안은 Andrew Lanza 뉴욕주 상원의원과 

Amy Paulin 뉴욕주 하원의원이 이전에 추진한 법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의 일환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뉴욕주에서 성매매 및 강제 매춘을 예방, 확인,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주의회와 협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1) 기록을 

봉인하여 미래의 고용주가 개인 기록을 볼 수 없도록 희생자를 보호하고, (2) 매춘을 

강요당한 생존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방어 기제를 만들어서 생존자들이 과거의 성매매 

관련 유죄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3) 인신 매매와 관련된 경우 

경찰서 및 보안관실이 따라야 할 개선된 지침을 만들도록 제정된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것으로 증명된 이 지침은 법 집행 기관이 인신 매매 사건을 

식별하여, 희생자와의 의사소통을 더욱 잘 이끌어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행정부의 대책은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를 따라 위치한 휴게소에 게시된 정보 

포스터를 통해 성매매 희생자를 식별하는 대중에게 도움을 주어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대책들 이외에도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NY 프로그램은 현재 뉴욕주 전 

지역에서 29 곳의 카운티가 참여하여 청소년 생존자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습니다. 2017년에 세이프 하버(Safe Harbour)와 아동 및 가정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직원 65 명이 아동 및 가정 

서비스 사무국의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SEC) 교육 과정의 트레이너 훈련을 마쳤습니다. 4월 말에 아동 및 가정 

서비스 사무국의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OCFS CSEC) 교육 과정의 트레이너 

훈련을 마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프로그램 직원 60 명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2018년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6년에 필수적으로 시행한 아동 복지 검사 결과에 

따라, 뉴욕주 전 지역에서 총 1,357 명의 청소년이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프로그램에 추천되었습니다.  

 

인신 매매 대책 복수 기관 태스크포스(Interagency Task Force on Human Trafficking)  

 

주지사는 또한 사회 복지 기관과 법 집행 기관들이 협력하여 지방 정부 차원의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2016년에 설립된 이 

태스크포스의 청소년 분과 위원회(youth subcommittee)에 지시했습니다. 

 



 

 

인신 매매 대책 복수 기관 태스크포스(Interagency Task Force on Human 

Trafficking)에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Victim Services),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뉴욕주 경찰(State 

Police) 등과 같은 여러 주정부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인신 

매매를 적발하여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 대책에 대해 법 집행 기관과 사회 봉사 

단체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1) 훈련과 지원을 위한 프로토콜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 제공을 돕고, (2) 데이터를 수집하며, (3) 인신 매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접근 방식을 평가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최근 뉴욕주 전 지역에서 인식 제고 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훈련을 

개발하고, 인신 매매 희생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정부, 지방 정부, 연방 정부 

차원의 공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2016년은 법 집행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들이 희생자임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첫 해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과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가장 많이 받았던 전년도에 

비해 세 배 이상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 받은 확인서의 양은 2016년과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또한 (1) 신임 경찰관 대상 인신 매매 관련 

기본 교육을 업데이트하는 데 기여했고, (2) 교육 매뉴얼을 갖추고 인신 매매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human trafficking 101 training)을 완성하여 보급했으며, (3) 

태스트포스의 청소년 분과 위원회(Youth Subcommittee)를 상당히 발전시켰고, (4) 

지역별 인신 매매 태스크포스의 설립을 증진시켰으며, (5) 태스크포스 팀원들이 

현장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능력을 개발하는 데 계속 노력했습니다.  

  

인신 매매 신고 직통전화(Human Trafficking Hotline)  

  

여러분 스스로 또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인신 매매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전미 인신 매매 신고 직통전화(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 1-888-373-

7888 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비밀리에 170 개 언어로 신고할 수 있으며 

또는 BeFree (233733)번으로 HELP나 INFO라는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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