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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새로운 캠페인 발표  

  

오해를 없애기 위한 소셜 미디어 캠페인인 #TruthAboutTrafficking, 뉴욕주 스루웨이 

서비스 지역에 포스터 게시  

  

뉴욕주 코로나19 팬데믹 중 인신매매 연계 증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 범죄와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없애기 위한 새로운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인신매매에 대한 기관 간 태스크포스(Interagency Task Force on 

Human Trafficking)가 이번 달부터 인신매매 사례를 신고하기 위한 방법과 함께 이러한 

오해를 정정하는 일련의 도표를 공유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신매매가 보이지 않는 곳이나 먼 국가들에서만 

일어난다면 문제가 되는 지배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상 평범한 곳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악랄한 범죄입니다. 인식을 제고하고 이러한 우리 주변의 

미신을 없애면,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인신매매의 징후를 인식하고 신고하여 인권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은밀한 폭력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신매매 연계가 꾸준히 늘어나는 시점에 등장한 것입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 및 형사 사법 

서비스부(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의 두 기관은 뉴욕주 매매 피해 

연계 절차(New York State Trafficking Victim Referral Process)를 감독하며 1월부터 6월 

사이에 177건의 연계를 받았고 2019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70% 증가했습니다. 이 

기관은 2020년 3월부터 6월의 4개월 동안 이전의 모든 동일한 기간에 비해 더 많은 

연계를 받았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할 수 있는 7개의 독특한 도표를 디자인했으며, 각 

도표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신매매에 대한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인용문 아래에는 오해를 수정하는 사실이 제공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공공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인신매매를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있습니다. 

도표는 태스크포스 회원 기관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서 해시태그 

#TruthAboutTrafficking과 함께 공유됩니다. 포스터는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 서비스 구역에서도 전시됩니다. 도표는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otda.ny.gov/programs/bria/trafficking.asp


 

 

Cuomo 주지사의 지도 아래 뉴욕주는 인신매매에 대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성매매를 폭력 중죄로 지정한 

새로운 법안에 서명하고 어린이들이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강압, 사기 또는 강요를 

보여야 하는 허점을 제거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법률 및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자는 

뉴욕주 피해 연계 절차(New York State Victim Referral Process)에 사례를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계가 150% 증가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인신매매 대응 프로그램(Response to Human Trafficking Program)에 연간 

약 240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전역에서 확인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사례 관리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에 의해 관리되는 이 

프로그램은 조사 또는 기소와의 협력을 시작하고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과 형사 사법 서비스부는 인신매매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하여 

피해자가 이민 상태 또는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 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대피소 또는 임대 지원, 건강 평가, 의료, 정신 건강 

상담, 법률 서비스, 음식 지원 및 기타 확인된 서비스 필요가 포함됩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과 형사 사법 서비스부 커미셔너는 또한 인신매매에 관한 주의 모든 

부처 활동을 조율하는 10개의 기관을 포함하는 인신매매에 대한 기관 간 태스크포스를 

감독합니다. 이 기관들은 최근 주 전역의 피해자 지원 자원에 대한 더 넓은 접근성을 

허용하는 전자 연계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2007년에 설립되어 2019년까지 1,541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성매매 희생자 1,155명, 노동 매매 피해자 300명, 둘 모두에 해당하는 86명이 

포함됩니다. 2019년에만 인신매매 피해자 28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 커미셔너 겸 태스크포스 공동 회장인 Mike He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신매매를 하는 이들은 아무런 경계 없이 활동하며 취약한 사람들을 

속이므로 이 범죄는 뉴욕주 지역사회의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건을 더 잘 파악하고 이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 사법 서비스부 집행 부커미셔너 및 태스크포스 공동 회장인 Michael C. Gre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 사법 서비스부에서는 조사관들이 이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법 집행기관이 인신매매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 아래, 뉴욕주는 아동 매매자들이 전체 기소를 

회피할 수 있는 허점을 없앴으며, 이제 우리는 임시 및 장애 지원국, 태스크포스의 

회원기관 및 법 집행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주의 진전을 계속하고 인신매매를 없앨 수 

있도록 공공 인식을 제고합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Elizabeth Croni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제 노동, 비자발적 가사노예 및 성매매를 포괄하는 전 세계적 문제인 

인신매매 퇴치를 이끄는 Cuomo 주지사, 임시 및 장애 지원국, 태스크포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생존자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식을 높이는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Matthew J. Driscoll 뉴욕주 스루웨이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은 이 범죄의 성격과 뉘앙스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포스터는 우리의 

서비스 지역 방문자가 이동 시 및 집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인신매매의 흔적을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신매매를 없애고 뉴욕주 전역의 27개 서비스 

지역에 이 포스터를 전시하는 노력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러우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Cuomo 주지사의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신이 인신 매매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인신매매 자원 

센터(Human Trafficking Resource Center)에 1-888-373-7888로 전화하거나 

233733(BeFree)에 "HELP"라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또한 피해자 지원국을 통한 피해 

지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곳은 태스크포스의 회원 기관으로 주 전역에서 상담, 지지 및 

법률 서비스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200개 이상의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기금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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