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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9년 행정부 예산에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이 포함될 

예정임을 발표  

  

의회는 아동 폭력 가해자가 형사법상 및 민법상 처벌받도록 보장  

  

Cuomo 주지사, 첫 100일 내 법률 제정 맹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이 2019년 행정부 

예산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의회는 아동 폭력 가해자들을 형사법상 및 

민법상 처벌하여 아동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도록 보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을 지난 입법 심의회에서 통과를 제창했으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투표할 수 없도록 반대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새 입법 

심의회의 첫 100일 동안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을 자신의 정의 어젠다(Justice 

Agenda)의 일환으로 포함시켰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정의 어젠다 발표(Justice Agenda Address)에서 나온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 인용 영상은 여기 유튜브(YouTube)에서 확인하거나 

여기에서 TV 화질 (h.264, mp4) 형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고통받는 아동 성폭력 생존자가 가장 

신뢰했던 실권자들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정의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을 제정하여 생존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의를 실현하여 

이같은 폐해를 끝낼 것입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몇 년 동안 비양심적으로 이 중요한 

법안의 통과를 막고 있으나 새 진보 의회 다수와 협력하면 극악무도한 행위를 한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아동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보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의 낡은 법을 고쳐 가해자들이 범죄 시기에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보장함으로써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는 발생한지 5년 후에는 기소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은 피해자의 18 세 생일에서 3 년 이내에 

반드시 제기되어야 합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unveils-agenda-first-100-days-2019-justice-agenda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unveils-agenda-first-100-days-2019-justice-agenda
https://www.youtube.com/watch?v=8JWBwxW3fcA&feature=youtu.be
https://spaces.hightail.com/receive/PiUX5fEhUu


 

 

해당 법안:  

  

• 해당 범죄 가해자가 형사법상 처벌받는 기간 연장,  

• 해당 범죄 피해자가 50세가 되기 전 언제든지 민사 소송을 개시하도록 

허락,  

• 피해자의 주장에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 1년 동안 소송을 시작할 새 기회 

제공,  

•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에 대하여 주장 통보를 제출할 필요성 

제거,  

• 미성년자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교육 필요,  

• 재시작된 소송에 대해 시기 적절한 선고를 하도록 법과 규제를 공포할 권한 

법원 행정처(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에 부여.  

  

해당 법은 Brad Hoylman 상원의원과 Linda Rosenthal 하원의원이 발의한 제정법과 

일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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