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인신매매법
뉴욕은 인신매매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인신매매법은
미국의 동종 법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법
중의 하나로 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중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뉴욕의 법은 성매매와 노동 매매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뉴욕주에서 단속관들은 피해자들을 적절히
조사 및 파악하는 훈련을 받았으며, 검사들은
인신매매법을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입법부는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최고위급 회의를
갖고 피해자들과 종합적인 대응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정상 생활로 복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뉴욕주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호 및 연락 정보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 피해자였다는 의심이
든다면 현지 단속기관에 연락하십시오.
잠재적인 인신매매 피해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되면 911로
전화하십시오.
국립인신매매자원센터(NHTRC)는 국가에서
운영하며, 수신자부담 전화로 전화한
사람의 기밀이 보장되는 핫라인입니다.
이 핫라인은 연중 365일 미국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핫라인은 인신매매
피해자이거나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정보 또는 팁을 알려주려면
다음 전화를 이용하십시오:

888-3737-888

또는
BeFree(233733)
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기타 연락처:
뉴욕주 형사사법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www.
criminaljustice.ny.gov/pio/humantrafficking/
humantrafficking.htm
뉴욕주 임시및장애지원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ny.gov/programs/bria/traffick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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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는
불법입니다

인신매매:
인권 위반 행위

Heather 이야기...

인신매매는 인권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인신매매는 사람들이 이유을 남길 목적으로
부동산처럼 매매되는 학대 행위입니다.
인신매매범은 신체적 또는 감정적 학대를 통해 또는 피해자의 가족을 협박하여 공포를
주입합니다.
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나 또는 인신매매 행위자들이
범죄자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인신매매범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법이 있습니다.

누가 위험에 처해있는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좋은 일자리와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하는 거짓된 유혹에
빠져 잔인하고 불법적인 상황에서 일을
강요당합니다.
모든 연령을 불구하고 남성, 여성, 아동들
및 여러 인종들은 인신매매에 취약합니다.
인신매매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피해자들은
미국 시민일 수도 있고 타국 출신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음 사항을 강제로 착취 당할
수 있습니다:
• 구걸을 하거나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다
• 마약을 밀매한다
• 가사 노동자로 부린다
• 육체노동을 시킨다
• 성매매를 시킨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우리가 매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신매매 징후

이에 해당되는 사람:
• 신체 불구이거나, 낙인 또는 문신이 찍혀
있는 듯하다
• 개인 ID 또는 신분증이 없거나,
누군가에게 맡겨놓았다
• 어디를 가든 따라 붙는 사람이 있다
• 일터에서 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
생활한다
• 다른 노동자들과 살거나 또는 이동한다
• 작업에 적합한 옷을 착용하지 못하고
있다
• 현금이 없거나 번돈을 만질 수가 없다
• 영양 실조 상태이거나 굶주린 모습이다
이에 해당되는 아동들:
• 겁을 먹은 표정이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 나이에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
•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노동을 하고
있다
• 자기 나이 또래의 아동이 평상 시에
학교에 다닐 때 노동을 하고 있다

Jorge 이야기 …
Jorge는 높은 임금을 주는 농장 일이라는 약속을 믿고 롱아일랜드에 있는 멕시코계 농장 커뮤니티
에 들어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그의 “고용주들”은 최소 두 달 동안 임금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Jorge의 증명서와 법적 서류는 농장주들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하고서 뺏어가서 멕시코로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Heather는 업스테이트 뉴욕 출신으로 16
살에 집을 나왔습니다. 한 커플을 만났는데
그들은 Heather에게 고급 레스토랑 접객원
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꼬셨습니다. 그러나
“출근”한 첫 날 그들은 스트립바에서 일해야
하고 교통, 주거 및 식사로 발생한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신매매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인신매매는 세계 많은 나라의 국경에서
거래되며, 심지어, 국가, 주, 시 또는
타운에서도 이런 행위가 발생합니다.
인신매매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과 일자리가
많은 뉴욕주는 인신매매의 주요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여러 상황과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발생 가능 장소:
• 레스토랑
• 농업/농장
• 개인집
• 호텔
• 조경/건설 부지
• 공장 및 착취공장
• 네일샵
• 성인클럽
• 매춘업소
• 마사지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