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12월 2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주 전역에서 레이프 키트 추적 시스템 수립 법안에 서명  

  

법안 S7867-A/A9596-A에 따라 성폭행 생존자들은 증거 수집 키트 추적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서 성폭행 범죄 증거 수집 키트 혹은 레이프 

키트에 대한 전자 추적 시스템을 수립하는 법안(S7867-A/A9596-A)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추적 시스템을 통해 모든 성폭력 생존자들은 이러한 키트의 처리 상태 및 위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폭행 생존자들은 우리의 지원과 응원, 주체성, 

정의 등을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추적 시스템은 

생존자들이 키트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돕는 주요한 도구이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뉴욕주의 노력을 강화합니다."  

  

법안(S7867-A/A9596-A)에 따라 사법정의사무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은 사법 집행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키트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적 시스템을 통해 레이프 키트 처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생존자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속한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Alessandra Biaggi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새로운 레이프 키트 

추적 시스템은 생존자이 주체성을 회복하며 만약 준비되었을 떄 이들이 자신의 레이프 

키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생존자들이 자신의 키트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빼앗긴 경험에 대응하고 성폭행 경험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핵심 부분입니다. 이번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존자를 지지해주신 헌신적인 지지자와 의회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Amy Paul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폭행 키트 추적 시스템 수립은 

생존자들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접근성을 확보하면 

피해자들은 성폭행으로 인해 자기 결정권을 뺴앗긴 경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이미 힘든 경험을 했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는 회복 과정의 핵심일 

것입니다. 뉴욕의 성폭행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DCJS 시스템을 통해 사법 집행 기관이 키트를 수집한 경로, 범죄 연구소에서 증거로서 

검사를 받은 기록 등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적 시스템은 생존자들이 사법 

당국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지만 피해자지원청(Office of Victim Services, OVS)에 20년 

동안 보관 대상인 키트의 정보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보완합니다.  

  

Elizabeth Cronin 피해자지원청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증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사법 기관에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신 주지사와 

의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OVS는 범죄 신고 여부에 관계 없이 범죄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ossana Rosado 사법정의사무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CJS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법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폭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증거 처리와 관련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되어 기쁩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노력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우리 의회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Steven A. Nigrelli 주 경찰 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지원을 

제공해주신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추적 시스템은 

생존자의 사건 관련 증거 키트의 최신 정보를 생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감식 연구소, 사법 집행 기관이 이러한 키트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OVS는 사법 집행 기관에 공유하지 않은 성폭행 증거 수집 키트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Law)에 따라, 주정부는 20년 동안 키트를 보관해야 

하며, 범죄 피해자는 보관 중인 키트 또는 개인적 물품에 대한 특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VS는 현재 동의 양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는 곧 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은 OVS에 이메일 soeck@ovs.ny.gov을 

보내 요청을 접수 또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성폭행 피해자 및 

생존자는 범죄 신고를 결정하거나 검사를 위해 키트를 사법 기관에 공유하는 등 결정을 

내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해 초, Hochul 주지사는 3년에 걸쳐 주정부 및 연방 자금 3억 7,320만 달러를 비영리 

단체 및 연합, 병원, 정부 기관 등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239개를 운영하여 위기 상담, 

치료, 비상 쉼터, 민사 법무 지원, 사례 관리, 변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219곳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OVS가 집행한 최대 규모의 자금 지원이며, 약 절반에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ovs.ny.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bcf425664b94470ba8e08dae456d9f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335957344727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YuGsqzav1BJaG6SQltucIFBrt1V6%2FOgQLXKR%2F%2BixomU%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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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47%의 자금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생존자, 가족 지원에 사용되고 13%는 

성폭행 피해자 및 생존자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입니다.  

  

OVS의 자금 지원은 또한 피해자 생존자, 가족의 의료 및 상담 비용, 장례 및 매장 비용, 

임금 및 지원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과 환급을 다른 원조 활동에 더하여 집행됩니다. 

뉴욕주는 의료 또는 상담 비용에 대해 상한액을 두고 있지 않은 전국에서 유일한 

주이며, 이는 피해자 개인이 필요로 하는 동안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또한 개인이 개별적으로 OVS에 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의 보상 또는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또는 환급 조건은 개빌의 

소득을 비롯해 건강 보험 등 기타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결정되지만,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OVS 자원 커넥트(Resource Connect)를 통해 뉴욕 주민들은 쉽게 자신이 

당면한 특정 문제에 대해 적절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서비스청에서 더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청을 트위터(Twitter) 및 페이스북(Facebook)에서 팔로우해 주십시오. 자격 여부 

지침을 비롯하여 당국 지원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ovs.ny.gov를 방문하거나 1-800-247-8035에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Gwen Wright 뉴욕 성폭력 방지 연합(New York State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NYSCASA)의 임시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YSCASA는 중요한 

법안을 제정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주 전역에서 레이프 

키트 추적 시스템이 시행되면 뉴욕주는 성폭행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구현할 또 하나의 

수단을 가지게 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오랫동안 성폭행 피해자 권리를 

지원해왔습니다. 우리는 생존자들이 키트를 추적하여 자신의 운명을 관리할 수 있닫는 

느낌을 주게 되어 기쁩니다."  

  

Ilse Knecht 조이풀 하트 파운데이션(Joyful Heart Foundation) 정책법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조이풀 하트 파운데이션은 레이프 키트 개혁을 종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 S.7867-A에 서명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추적 시스템 시행으로, 뉴욕은 워싱턴 D.C.와 푸에르토 리코 등 다른 36개 주와 함께 

주요 증거 수집 및 검사와 관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추적 시스템은 

또한 키트를 신속하게 검사하고 피해자 포탈을 수립해 생존자들이 회복에 필요한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조이풀 하트에서 우리는 생존자들이 자신의 키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을 빼앗긴 경험에 대응하고 성폭행 경험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혁을 추진해주신 주지사실과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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