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캠페인

성공담
블루캠페인
취약한 것을 약탈하는 것
인신매매
인신매매는 착취 및 상업적 수익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불법적으로 무역하는 것을 포함하는
현대 노예 형태입니다. 이는 그 혹은 그녀의 자유를 도둑질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이며 범죄입니다.
인신매매는 우리 경제, 우리 나라의 안전과 건강 및 우리 사회의 상당한 존엄성에 해롭습니다.

매년 수백만의 남자, 여자, 아이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국가들에서 매매됩니다. 인신매매는 다국적
범죄의 가장 이윤이 있는 형태로써 마약밀수에 버금가는 연 320 억 달러 산업으로 추측됩니다.
매매자들은 그들의 피해자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힘, 사기 혹은 강요를 하고 노동 혹은 상업적 성적착취로
그들을 억지로 끌어들입니다. 인신매매는 밀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매매”는 착취에 근거하고 국경을
넘는 이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연방법률 하에 상업적 성에 개입되도록 유도된 모든 소아는 인신매매의
피해자입니다. “밀수”는 이동을 근거로 하고 사람이 국가의 국경선을 지나도록 이민법을 위반하며 사람의
동의와 함께 사람을 이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신매매는 시, 시외 및 시골의 마을과 우리의 공동체에서 국가적으로 존재합니다.. 인신매매가 넓게
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들의 매매자들의
공포로부터 도움을 모색하고, 언어장벽 및/혹은 법률집행의 공포로부터 거의 나서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신매매는 현재까지 숨겨진 범죄로 크게 남아 있습니다.

2009 년 10 월 3 일 Oxon Hill, MD 의 할로윈(Halloween) 파티에서 매매자는 머무를 장소를 찾기 위해 그의 도움을 청한
12 살의가출자를 만났다. 그대신 악명 높은 MS-13 갱의 오랜 멤버인 매매자 는 바로 그 다음날 젊은 여자아이를 상업적인 성
무역으로 억지로 집어 넣었다. 3 개월 이상 동안 그는 노던 버지니아에서 여러 사업체, 집, 아파트 및 호텔의 여러 지역에서 하루에
여러 번 돈을 위하여 성교를 하도록 강요하며 그녀를 사로잡았다. 피해자를 구하고 성공적으로 범법자를 고발하는 것은
블루캠페인과 함께 모두 유지하면서 노던버지니아 인신매매 대책위원회로부터 지원과 함께 미국 이민 및 세관집행(ICE)
국토안전조사(HSI) 국가 범죄 조직 단 (갱유닛: NGU) 에 의한 공동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믿음에서 매매로
2008 년에서 2010 년까지 시카고에서 매매자는 그의 “가족”이 부분이
되도록 유크레인으로 부터 3 명 벨라루스로 부터 1 명을 모집하고
준비시켰다. 그는 그들에게 직장, 살 장소를 제공했고 각 사람을 그와
낭만적 사랑관계로 유혹했다. 그들의 신뢰를 얻은 후 그는 그들의 여권과
신분서류를 조작했다. 그런 후 그는 그들에게 긴 시간을 일하도록
강요했으며 종종 구타를 하고 정신적으로 학대, 갈취 및 성적으로 착취했다.
HIS 는 쿡카운티(Cook County)주정부의 검사사무소 및 쿡카운티 인신매매
대책위원회와 협력하여 수사를 유도했다. 블루캠페인의 피해자 중심의
접근은 필요한 피해자지원 서비스를 받았던 여자를 보증했다. 모든 4 명의
여자는 재판에서 정부의 증인들로서 진술했다.

어메리컨드림의 거짓약속
블루캠페인: 가입하십시오
미국 국토 보안 부(DHS)는 인신매매를 수사하고, 매매자를 체포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DHS 는 인신매매의 외국출생 피해자들에게 이민구제를 제공합니다.
블루캠페인은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한 DHS 의 노력을 위한 통일된 목소리입니다. 법률집행, 정부, 비
정부 및 개인기구와 협조하여 일하는 것은 블루캠페인이 자유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인간의 인명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증가인식 및 훈련은 더 많은 피해자가 식별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법률집행에 더 많은 제보를
유도할 것입니다.
저희는 단독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신매매를 끝내는 싸움에 가입하십시오.
블루캠페인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는지 배우고 연수, 봉사자료,
및 피해자지원에 관하여 배우십시오. www.dhs.gov/Bluecampaig 을 방문하십시오.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저희가 ‘좋습니까?’ www.facebook.com/bluecampaign. 혹은
BlueCampaign@hq.dhs.gov 로 연락하십시오.
재원: 마약과범죄에대한유엔사무국

10명의가능한피해자와함께3명의확인된 피해자는플로리다주
조지아시(Georgia,Florida)에서운영된성매매조직으로부터구제되었다.
피해자는 어메리컨드림(AmericanDrream)의거짓약속과함께미국에여행하는
멕시코혹은다른곳에서미국으로여행오도록피해자는유도되었다.여기에
한번오기만하면여자들은그들의가족으로부터단절된다.그들은
싸우스이스트(Southeast)를전반적으로성적행위를하도록위협당하고
강요되었다:한명의피해자는그녀의매매자로부터정규적으로폭행당했다고
보고했다. 매매조직은 미국에서 매춘부로서의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멕시코에서 그들의 피해자의 자녀들 한 명을 인질로 잡아
두었다고 주장도 하였다. “오퍼레이션 다크나이트 (어두운 야간
작업: Operation Dark Night)”이라고 알려져 있는 수사는 길었고
블루캠페인을 지지하는 주요 플레이어(작업자)에 의한 진실된 공동
노력이었다. 오퍼레이션 다크나이트는 FBI, 재무부(알코올,
담배, 총기류 및 폭발물 관장), 미국세관 및 국경보호(CBP,
CBP 공군 및 해군작전, 국세청의 범죄수사, 사바나채덤메트로(Savannah-Chatham Metro) 경찰국, 채덤카운티
보안경찰국, 가든시티(Garden City)경찰국, 및 채덤-사바나 마약
대응 팀의 도움과 함께 HSI 에서 주도했다

당신의 이웃에서 감금되었습니다.
과거 조지아의 거주자였고 나이제리아의 시민이었던 매매자는
2001 년 그녀의 모국으로 여행했고 그녀의 유모로 일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들어 오도록 17 세의 여자아이를 유인했다. 여기로
오자마자그녀는여자를학대했고그녀의우는아이에게빨리 반응을보이지
않고 잘 청소를 하지 않고 그녀에게 말대꾸를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자아이를 구타했다. 그녀의친구인폭행의목격자는피해자가탈출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는단념하지않았고 같은대우와학대의대상이되었던두
번 째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나이제리아로 여행했다. 이 건은 HIS,
FBI 및 외무부의 외교보안서비스에 의해 수사되었다. 수사 도중
피고자가 출국한 사실에 의해 복잡해졌다. 블루캠페인의
지지에 전념한 사실을 보여 주며 피고는 그녀가 재입국하려고
시도

함으로서

체포되었다.

휴스턴(Houston)

공항에서

발견되었고

그녀는 연방대배심원에 의해 8 개 조항에서

고발되고 유죄선고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