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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정책 사무실

아동 인신매매 예방 및 정책 소개 

ACS 아동 인신매매 예방 및 정책 사무실(Offi ce 
of Child Traffi cking Prevention and Policy, 
OCTPP)은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인신

매매 피해 및 위기 청소년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

는 적합한 서비스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업무를 합니다. OCTPP는 질의에 답하고, 컨설팅

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을 개발 및 제공하

고, 아동 인신매매 데이터베이스(Child Traffi cking 
Database, CTDB)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협

력해 인신매매 피해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모범 관

행을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합니다. OCTPP는 
또 “Movin’ On”: ACS 아동 문신 제거 프로젝트를 

주도합니다. 이는 착취를 당하고 갱과 연관된 청소

년을 위해 의료 제공자와의 문신 상담 의뢰에 초점

을 맞춥니다.

누구나:  
• 전미 인신매매 핫라인(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에 888-373-7888번으로 

전화 또는 233733번으로 문자 

• NYPD 인신매매 핫라인(Human Trafficking 
Hotline): 646-610-7272 번

• 아동이 인신매매를 당해 가정이나 프로그램을 

벗어난 경우: 실종 아동을 현지 사법당국에 신고하고 

전미 실종 및 착취 아동 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
에 1-800-THE-LOST(800-843-5678)로 알리거나, 
www.missingkids.com에서 사이버 팁라인(Cyber 
Tipline)을 이용하십시오.

• 의심되는 인신매매자가 아동의 부모이거나 법적 

보호자인 경우: NY 전국 아동 학대 중앙 등록부(NY 
Statewide Central Register of Child Abuse and 
Maltreatment)에 1-800-342-3720번 으로 전화

• 거주 보호에 배치된 청소년이 학대 또는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뉴욕주 법무 

센터(Justice Center)에 1-855-373-2122번 으로 

전화

자세한 정보는  
www1.nyc.gov/site/acs/youth/traffickedyouth.page 
에서 확인하십시오

• 인신매매 피해 아동 케이스/케이스 질의 신고:  
   Child.trafficking@acs.nyc.gov

• 향후 교육에 관한 정보:  
   Traffickingtraining@acs.nyc.gov

• 아동 인신매매 데이터베이스(Child Trafficking Database, 
CTDB) 우려 사항:  
   CTDB@acs.nyc.gov

• 착취 가해자 또는 갱 문신 제거에 대한 질의:  
  Child.tattoo.removal@acs.nyc.gov

어린이는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네이비 블루는
인신매매 인식 함양 및 
예방(Human Trafficking 
Awareness and Prevention)
의 공식 색상입니다. 
네이비 블루 리본을 다는 
것으로 인신매매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동 인신매매의  
이해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ACS, 위탁 보호(Foster Care), 예방 서비스
(Preventive Services) 또는 청소년 사법
(Juvenile Justice) 출신인 경우, 같이 알려야 할 곳: 

• ACS 아동 인신매매 우편함(ACS Child Trafficking 
Mailbox): Child.trafficking@acs.nyc.gov

• NYPD(성적 인신매매의 연방 정의를 충족하는 

아동의 경우, 15-OCFS-ADM-16에 따라 OCFS-3922 
양식을 사용). 양식을 작성한 후 NYPD에  
212-694-3149 또는 212-694-0264번으로 팩스를 

보내주시고, 212-694-3013번을 통해 후속 조치를 

해주십시오(부분과 사무실(Vice Division Office),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646-610-727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NYS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실(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 
성적 인신매매의 연방 정의를 충족하는 아동의 경우 

피해자 확인 프로세스를 개시하기 위해.  

뉴욕주 인신매매 피해자 의뢰(Referral of Human 
Trafficking Victim)에 518-485-9611번으로  

팩스 발송

해당인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될 경우, 9-1-1에 전화하십시오.



아동 노동 인신매매:
18세 미만의 아동이 강제,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해 노동과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포함되는 경우.

• 강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폭력을 통해 통제할 때 폭행, 강간,  
음식/수면 박탈, 강제 약 사용, 납치 등

• 사기: 사람들을 속여 평소라면 하지 않을 일을 하게 하는 것  
사기성 고용 계약, 사랑/결혼의 약속, 유인 상술 등 

• 강압: 피해자나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협박하는 것  
것 추방이나 갈취 협박, 부채를 통한 구속, 좌익 협박, 임금 또는  
법적 문서의 압류, 심리적 조작 등

성적 인신매매(연방 정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에 
의한 정의: “상업적인 성적 행위의 목적으로, 누군가를 채용, 억류,  
운송, 제공 또는 획득하는 것”

아동 성적 인신매매:
금품을 대가로 18세 미만의 사람이 성적 행위나 수행을 교환하는 경
우. 이는 아동의 상업적 성적 착취(Commercial Sexual Exploita-
tion of Children, CSEC)라고도 합니다.

아동 성적 인신매매: 아동의 상업적 성적 착취(Commer-
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SEC)
CSEC는 금품을 위해 18세 미만의 사람이 성적 행위나 수행을 교환할 
때 발생합니다. CSEC는 구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금이나 금품의 대가로 성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에 동의 또는 제
공하는 것

•  아동 포르노그래피(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 비디오)

•  이국적인 춤이나 퍼포먼스

•  스트리핑

•  에스코트 서비스

•  음식, 의복, 머무를 장소 또는 다른 기초 요구와 성을 교환하는 것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한 청소년:
• 가출 또는 노숙 청소년 

• 위탁 보호 시스템 및/또는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관련된 아동

• 학대(특히 성적 학대) 또는 방치 이력이 있는 아동

• 물질 남용의 이력이 있는 아동

• 장애가 있는 아동(정신 질환, 발달, 신체)
• LGBTQ 청소년

• 난민, 이민자 또는 영어 비구사 청소년

아동 성적 및 노동 인신매매의 경고 신호(적신호):

• 자주 및/또는 상당 기간 동안 가출

• 정신적,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의 징후를 보임

• 나이 차이가 나는 파트너가 있거나 통제하는 사람이나 나이 든 성인과 많은 시간을 보냄

• 가정 폭력/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표시 또는 신고 이력

• 나이를 속이거나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님

• 고용주가 주거를 제공

• 가족, 친구나 다른 지원 네트워크와의 접촉이 상당 수준 감소

• 친구나 법적 책임이 없는 성인의 집에서 지내는 패턴이 보임

• 어떻게 돈을 벌고, 어디에서 지내고, 미국에 언제 왔는지 말하기를 꺼림

• 일정 및/또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지 못함

• 합리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큰 금액이나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음

• 사회 서비스, PINS, 법원 등 시스템에 관여

•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학교를 자주 빠짐

• 자살 생각 및/또는 우울증을 경험

• 부상에 대한 설명이 중대한 정도와 부합하지 않음 

• 여러 가지 성병이 있고/있거나 여러 차례 낙태 

• 의심스러운 문신이나 화상 흔적이 있음(브랜딩) 

• 과도한 성적 행동을 보임

• 성적 학대의 증거가 있음

• 거처나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꺼림

• 의사소통에 있어 제약이 있고/있거나 불안하고 겁에 차 있고 우울하고 순종적이고 긴장된 행동을 보임 

• 피해자로서 인정을 꺼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함 

• 청소년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누군가가 코치해준 이야기 같다는 인상을 풍김

• 상황에 합당한 것보다 더 큰 정도로 결과를 두려워함(예를 들어 지각)

CSEC는 범죄입니다! 이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피해

자에게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신매매란?

인신매매의 유형: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인신매매는 누군가가 강제, 사기 또는  

강압으로 인해 성적 및/또는 노동력  

서비스에 관여하게 되거나, 18세 미만  

청소년이 상업적 성적 행위에 연관될 때  

발생합니다.

• 노동 인신매매 

• 성적 인신매매 

• 아동의 상업적 성적 착취

• 장기 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