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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 DVSJA) 서명  

  

주지사의 2019년 여성 사법 어젠다(2019 Women's Justice Agenda)의 핵심 구성요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S.1077/ A.3974)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법 시스템 내의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더욱 의미 있는 형량 감축을 성문화했으며, 주지사의 2019년 

여성 사법 어젠다(2019 Women's Justice Agenda)의 핵심 이니셔티브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들은 특정 상황에서 가해자와 연관되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서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은 가해자의 강압으로 인해 저지른 

범죄를 비롯해 생존자와 가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가해자의 명령에 따라, 혹은 

반하여 저지른 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법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의한 가정 폭력 및 성폭력을 견딘 사람들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감된 여성의 대부분은 그들의 인생에서 신체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경우, 이러한 여성들은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수감되었습니다. 2019년 여성 사법 정의 어젠다의 핵심 

규정에 서명함에 따라, 우리는 사법 정의 체계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취약한 뉴욕 

주민들을 단순히 수감시키기보다 힘을 보태주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가정폭력의 생존자들을 

돕는 데 인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러한 일은 제가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우리 사법 정의 체계에 대한 중대한 

개혁입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여성 사법 어젠다(Women's Justice Agenda)의 또 다른 

필수 구성요소의 제정에 따라, 뉴욕주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선도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의장인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WomensReport0219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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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반폭력 및 여성 평등법을 추진하여 

미국의 다른 지역들이 따를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투쟁으로 얻은 

여성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연방정부에 맞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에서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으로 제정된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에 

따라, 우리는 더욱 공정한 뉴욕이 되기 위한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Roxanne J. Persaud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가정 폭력 

생존자들이 자신 또는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사법 정의 체계에 의해 처벌받고, 

불공정하게 수감됩니다. 이 용감한 생존자들은 부정의하게 수감되는 대신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지원 및 능력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은 마침내 이러한 부정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법안을 굳건하게 지지하고 통과를 위해 투쟁해 온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한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드립니다."  

  

Jeffrion L. Aubr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V Survivors Justice Act)을 지지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 폭력 생존자들이 그들이 당한 피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죄로 인해 연루되었을 

경우 법적 재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법안 서명으로 인해 가정 폭력 

생존자를 위해 정의가 구현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생존자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 연민과 지원 대신 처벌과 수감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V Survivors Justice Act)은 이러한 부당함을 바꾸고 뉴욕주에서 범죄자가 된 

가정 폭력 생존자들에게 정의를 선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정책 및 지역사회 특별 어드바이저(Special Advisor for Policy and Community 

Affairs)이자 전 상원의원, 그리고 법안의 지지자인 Ruth Hassell-Thomp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씨앗의 그늘을 거의 즐기지 못합니다.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은 사회 및 형사 사법 제도 개혁(Criminal Justice Reform)을 위한 

십 년 이상에 걸친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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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ie Neal 상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 제정은 1980년대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을 포함해 생존자들에게 대한 필수적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 Mary Nerney 수녀와 그의 혁신적인 업적을 연상시킵니다. 현재 수많은 

생존자 지원자들이 그의 업적을 이끌고 있으며, 이 법안은 이러한 업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법안을 제정해주신 Cuomo 주지사, Aubrey 하원의원, 

Persaud 상원의원, 입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여성과 정의 프로젝트(Women & Justice Project)의 공동 디렉터인Tamar Kraft-

Stolar와 Jaya Vasandan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많은 사람들, 특히 과거에 

수감되었거나 현재 수감 중인 생존자들이 수년 간 힘들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 

생존자들은 리더십과 전문 기술로 처음부터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VSJA) 캠페인을 

이끌어왔습니다. 우리는 여성 수감자 연합(Coalition for Women Prisoners), 수감된 

생존자 및 수감되지 않은 생존자, 주 전역에서 이 법안을 지원한 수백 개의 단체 및 

개인과 함께 이 캠페인을 진행했다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법안을 

제정한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Jeffrion Aubry 하원의원과 Roxanne Persaud 상원의원, 그리고 Ruth Hassell-Thompson 

전 상원의원께 찬사를 보냅니다.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지만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V Survivors Justice Act)으로 인해 우리는 전과를 얻게 된 생존자들에게 정의를 

보장하고 모두를 위해 대량 수감을 종결하도록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판사들은 수감 기간을 줄이고 수감형을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으로 

바꾸게 됩니다.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은 생존자 재활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에 

준하여 현재 수감된 생존자 중 소수는 이전의 피해로 인한 재판결 및 조기 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과 수감률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90 퍼센트 이상의 여성 수감자들은 일생 

중 신체 또는 성적 복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이유 또는 가해자에게 불법 행위를 강요받았다는 이유로 투옥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은 

이 폭력과 수감의 고리를 종결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으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취임 기간 동안 여성의 평등과 사법 정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해왔습니다. 올해 초, 주지사는 범죄 당시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은, 혐오 범죄 및 

가정폭력과 연관된 기타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법안이 발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이 법안에 지난 여름 서명했습니다. 2018년 주지사는 가정 폭력 

가해자들의 권총 및 장총 보유를 모두 금지시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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