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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성인생존자법에 서명  

  

18세 이상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학대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서명 후 6개월되는 시점부터 1년 회고 기간 시작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성인생존자법(S.66A/A.648A)에 서명함으로써 18세 

이상에 발생한 성폭력 생존자들이 학대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1년 회고 기간(one-year lookback window)을 만들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욕 전역의 생존자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학대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폭행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법 체계 안에서 

트라우마의 영향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서로를 보호하고 생존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책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나지 않았지만, 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은 이러한 악랄한 행위들의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능력에서 

시작되며 이 법안은 역사적인 한 걸음입니다."  

  

2019년 뉴욕은 아동 성학대 생존자들이 공소시효에 의해 금지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1년 회고 기간을 만든 아동 피해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동피해자법과 비슷하게 성인생존자법도 18세 이상 성범죄 생존자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1년 회고 기간은 서명 후 6개월 시점부터 시작되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생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생존자들에게, 보복이나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성폭행의 트라우마를 받아들이고 학대자에 대한 정의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2019년, 뉴욕은 선택된 수의 성범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성인들의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새로운 사례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소급되지는 않았습니다.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법체계는 성인 생존자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고 그들이 진정한 정의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특히 공개에 수반되는 트라우마에 직면했을 때, 앞으로 

나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성인생존자법으로 우리는 피해자에게 당신을 믿고 

있으며 당신은 책임을 질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법안은 성적 

학대의 생존자들을 더 잘 지원하고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 중 첫 번째입니다. 특히 상원의 후원자인 Brad Hoylman 상원의원이 

지칠 줄 모르는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찬사를 보내고, 이를 법으로 제정해 준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생존자법은 성적 학대의 모든 

생존자들이 법정에서 하루를 보내고 정의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 성적 학대 생존자들에게 정의를 전달하기 위한 우리의 이전 

작업을 기반으로 하며, 가해자들이 책임을 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는 또한 생존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이 법안을 주지사에게 상정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해 주신 Linda Rosenthal 하원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Brad Hoylm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오늘은 

뉴욕주에서 생존자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성인생존자법에 대한 Hochul 지사의 

서명을 받아, 우리는 성적 학대 생존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엎고 입법 통과를 가능하게 한 성적 

학대에 대한 깊은 개인적 이야기를 나누도록 유도한 여러분의 신념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전역에 있는 법원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학대자들에게 맞서서 너무 오랫동안 

거부당했던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뉴욕의 엄청나게 짧은 

공소시효의 혜택을 받아온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성인생존자법은 이러한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고 뉴욕을 모든 사람들에게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Heastie 의장, 그리고 주 상원 

및 하원의 제 동료들 중 몇몇은 성적 학대 생존자들입니다."  

  

Linda Rosentha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성폭행은 여러분의 

일부를 파괴합니다. 대부분의 생존자들이 그 트라우마를 처리하고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뉴욕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인생존자법이 

마침내 법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사법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고, 수많은 생존자들은 

그들의 학대자들과 그들을 은닉한 기관들을 상대로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의를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ASA는 또한 뉴욕의 약한 법 뒤에 숨어있던 

가해자들이 마침내 정의를 직면할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ASA의 통과는 

뉴욕법의 오랜 지연된 변화, 즉 정의의 균형을 다시 조정하고 생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두려움 없는 

생존자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용감한 생존자들은 우리 운동의 심장이자 



영혼이었으며, 저의 싸움은 그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뉴욕 전체가 그들에게 엄청난 

감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보여 주신 뉴욕주 의회 동료들과 Car Heastie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성인생존자법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존자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오늘, 그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성인생존자법은 성폭행과 가정폭력 생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Hochul 지사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주지사는 83개의 

가정폭력 프로그램과 보호소에 1,600만 달러, 50개의 강간 위기 센터와 성폭행 

프로그램에 760만 달러를 포함하여 거의 2,400만 달러를 가정폭력 및 성폭행 

프로그램에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최근 생존자들이 임대료, 공공시설, 수리비를 포함한 이전과 

관련된 단기 비용을 지불하도록 돕기 위해 가정 폭력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214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초 Hochul 지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원칙을 주택과 공공숙박시설 등 기존에 

보장받지 못했던 차별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성폭행에 대한 뉴욕주 연합(New York State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NYSCASA) Joanne Zannoni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폭행 생존자들은 종종 

나설 준비를 하기 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인생존자법은 생존자들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생존자들의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가정폭력 근절 연합(New York State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Connie Neal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치유하는 과정은 하나의 

힘든 여정이고, 생존자들은 몇 년 동안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존자는 

가해자를 알고 있으며 보복이나 친밀한 세부 사항의 노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건을 

보고하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비난받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친밀한 파트너에게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한 대부분의 생존자들도 같은 파트너의 성폭행을 경험했다고 

폭로하기 때문에 성폭행과 가정폭력 사이에도 분명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소시효를 확대하고 우리 주 전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길을 제공함으로써 

생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뉴욕의 약속을 지지해 준 Hochul 주지사와 입법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모범 연대(Model Alliance)의 Sara Ziff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Jeffrey 

Epstein과 Harvey Epstein과 같이 #metoo 운동이 가면을 벗은 가장 유명한 악당 중 

일부는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부채와 의존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약탈적 노동 구조로 

인해 독특하게 취약한 노동력에 해당하는 모델들을 성폭행했습니다. 성인생존자법이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nearly-24-million-federal-funding-domestic-violence-and-sexua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027d8f5e2e34a41857008da3da7609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008633781554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TpfUG34Ee1dPjDhj4NlyGOTTVd1AtqiQvA1D1l8bG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64-million-aid-struggling-families-and-survivors-domestic-violenc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027d8f5e2e34a41857008da3da7609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008633781554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rcv3n92tA77ImnfLb1V7DN8%2FGyKDK7%2FXQdc8oRv99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signs-legislation-protecting-victims-domestic-violenc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027d8f5e2e34a41857008da3da7609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008633781554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isYAtUXBBPAHhqeAlUu99wGnCuu7qLqw%2Bm2DVKSK350%3D&reserved=0


개인을 위한 치유 경로와 산업 전반에 대한 필요한 책임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범연대는 이날을 현실화하기 위해 투쟁한 우리 동료 옹호자들과 생존자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Safe Horizon의 최고경영자인 Liz Robert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집단적 

힘은 제가 접해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성인생존자법은 그러한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모든 생존자분들, 국회의원을 만나신 분들, 

SNS나 다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우선시하고, 정의의 

또 다른 길을 열어준 Hochul 주지사님과 입법부에 감사드립니다."  

  

학대 생존자를 위한 재단(The Foundation for Survivors of Abuse)의 Mary Ellen 

O'Loughli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SA의 통과는 CVA가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극히 일부였습니다. 입법자들이 옳은 것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제 가해자들이 많은 생존자들이 느꼈던 원초적인 취약성을 느낄 

때입니다."  

  

뉴욕시 성폭행 반대 연합(New York City Alliance Against Sexual Assault)의 Emily 

Miles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Hochul 주지사님께서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생존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들이 야기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결여된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허용하는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할 때 함께 서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지와 신속한 법안에 서명해 

주신 것에 대해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 주신 Rosenthal 

하원의원과 Hoylman 상원의원님 그리고 수년간 용감하게 목소리를 높인 생존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Little Piece of Light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Donna Hylto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Hochul 주지사님께서는 성인생존자법에 서명하여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보상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더 많은 길을 열었습니다. 

Little Piece of Light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파괴적인 장벽을 없애고, 생존자들을 

소생시키는 냉담하고 자의적인 정책을 근절하며, 투옥 위험 증가, 피난처 부족 등을 

초래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ASA의 통과는 이러한 현실을 달성하고 보다 안전하고 

공평한 뉴욕을 만들기 위한 필요하고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생존자이자 이 법안의 옹호자인 Marissa Hoechstett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생존자법은 특히 여성의 신체적인 자율성이 공격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자들에게 큰 승리입니다. 뉴욕을 생존권 국가 리더로 만들어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상원 및 의회 지도부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인생존자법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해진 상처로부터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목소리를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생존자가 이 법에 따라 시민 정의를 추구할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존자들의 손에 그러한 권한을 다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폭력 문화를 영속화하는 개인과 

기관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생존자이자 이 법안의 옹호자인 Drew Dixo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해자의 거짓말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있을 때 세상에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 분수령입니다. ASA는 생존자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조사하고, 마침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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