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2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 서명  

  

새 입법 심의회 100일 이내에 주지사의 2019년 정의 어젠다(Justice Agenda)의 중점인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에 서명하겠다는 약속 완수  

  

의회는 아동 폭력 가해자가 형사법상 및 민법상 처벌받도록 보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 입법 심의회 100일 이내에 2019 정의 

어젠다(Justice Agenda)의 중점인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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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딘 생존자들이 큰 용기를 

내어 나섰고 다른 이들을 위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사생활을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학대받은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며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은 범죄를 바로 잡을 것입니다. 본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고 권력을 이용한 은폐가 불가능하며 법을 

어길 경우 범죄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하게 긴 지연 후 마침내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뉴욕 주민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싸운 생존자들은 사랑과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새로운 법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학대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성 

범죄자들을 처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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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안:  

  

• 해당 범죄 가해자가 형사법상 처벌받는 기간 연장,  

• 해당 범죄 피해자가 55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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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을 위해 싸울 때 이렇게 어렵고 오래 걸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부는 악랄한 범죄의 생존자들의 편에 설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 상원 다수당이 생존자 및 옹호자와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s)을 

통과시키고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오랫동안 싸운 이유입니다. 

Brad Hoylman 상원의원, Heastie 의장,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Carl Heastie 뉴욕주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원 다수당은 아동 

성범죄 생존자들이 법원에 설 수 있게 싸웠습니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그들은 정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생존자들을 위해 지치지 않고 

옹호하고 헌신해주신 법안 발의인 Linda Rosenthal 하원의원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마침내 법안을 법으로 만들게 도와주신 하원 다수당 동료들, 상원 다수당 Andrea 

Stewart-Cousins 대표와 그 동료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Brad Hoylm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동 성범죄 

생존자들은 주정부가 정의를 실현하길 바랐으며 오랫동안 그들의 간청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Cuomo 주지사님에 의해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은 이제 법이 되었으며 뉴욕주에서 아동 성 범죄 생존자들은 

마침내 범죄자와 범죄자를 숨겨준 기관을 상대로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법안을 지원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역사적 조치를 취하신 Cuomo 

주지사님, 직접 오랜 정체를 없애고 법안을 의원석까지 옮기신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대표 겸 주요 공동 발의인, 민주당 상원 회의 전원, Linda Rosenthal 하원의원과 

함께 싸운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동 성 범죄 생존자들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개인적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존자들은 주 의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생존자들 덕분에 뉴욕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Linda B. Rosentha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3년이라는 긴 시간의 

싸움 끝에 우리는 정의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아동 성 범죄 생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뉴욕주는 범죄자들의 힘에 상관없이 생존자들의 편에 설 것이라는 명백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영웅이 망토를 입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법안을 법으로 만들기 위해 수년간 싸운 용감한 여성과 남성은 우리 주가 더욱 

안전해지도록 도운 영웅들입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몇 년 

동안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을 용감하게 지지해주신 Cuomo 주지사님과 하원 

및 주 상원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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