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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성폭행 생존자 권리 장전 제정  

  

생존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와 치료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법안에 서명  

  

유전자 검사 결과 정보를 제공받으며, 성폭행 증거 수집 키트 폐기 전에 폐기에 대해 

통보받게 되는 성폭행 생존자  

  

검사하지 않은 성폭행 증거 수집 키트의 백로그를 지운 후, 20년까지 검사하지 않은 증거 

수집 키트를 보관하는 일을 포함하여, 주지사의 성폭행 생존자 지원의 과거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법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성폭행 생존자 권리 장전을 수립하기 위한 

법안(A.8401-C/S.8977)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하에, 뉴욕주 법률에 따라 생존자에게 당사자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성폭행 생존자의 권리 장전을 수립할 것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요구합니다. 

통보를 통해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알게 될 경우, 생존자는 복잡한 의료 시스템 및 형사 

사법 시스템을 검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성폭행 생존자들의 절규를 

수치스럽게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는 생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존중심을 가지고 주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성추행과 성폭력의 재앙을 근절하고 생존자를 위해 정의를 

구현하여, 모든 주민을 위해 뉴욕을 더욱 안전한 주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바꾸어서 사회의 발전과 

상호 신뢰가 가능한, 여성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계속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폭행 생존자들의 회복 과정에서 그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 서비스와 

치료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성폭행 피해자의 안전 

및 모든 여성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생존자를 위한 권리 장전은 성폭행 퇴치 활동과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강화하려는 우리의 활동을 바탕으로 합니다.”  



  

권리 장전에 포함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행 위기에 대처하거나 희생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 적절한 무료 의료 서비스,  

• 성범죄 증거 수집 키트 및 그 상태에 대해 업데이트되는 정보 수신.  

  

이 법안은 모든 법 집행 기관이 성폭행 생존자와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통보받을 권리(Victim's Right to 

Notice)를 확립합니다. 이 권리로 성폭행 생존자는 해당 범죄의 관할 구역 내 경찰 기관 

또는 검찰 기관에게 성범죄 증거 수집 키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가 취한 오늘의 조치를 통해, 의료 및 형사 사법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감이 더욱 

강화되며 모든 성폭행 피해자들을 존엄성, 배려심, 존중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 희생자 권리 장전(Sexual Assault Victim Bill of Rights)은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180일째 또는 그 이전에라도 즉시 승인되거나 감독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Cuomo 주지사의 성폭행 생존자 지원 활동의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성폭행 증거 수집 키트의 백로그를 지운 후, 새로 확보한 성폭행 증거 수집 

키트를 성폭행 생존자의 동의하에 법 집행 기관이 신속하게 검사하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생존자를 위한 정의 구현을 위해 성범죄 증거 수집 키트의 보존 기간을 30일에서 

2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emp Hanno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지사께서 서명해 주신 

법안을 통해, 최선의 대응을 가능하게 만드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 조치를 실천하고 계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Aravella Simota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성폭행 생존자들에게 

그동안 그들이 받지 못했던 보호 조치가 취해지는 위대한 날입니다. 법 집행 기관이 

성폭행 생존자들을 위해 배려심을 가지고 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기여하고 협조해 

주신 옹호자들과 뉴욕주 하원의 법안을 뉴욕주 상원에서 후원해 주신 제 동료 의원인 

Kemp Hannon 뉴욕주 상원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이즈(Rise)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Amanda Nguyen 2019년 노벨 평화상(2019 

Nobel Peace)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미국 전 지역의 다른 주들이 따를 수 

있는 성폭행 생존자 보호법의 본보기를 만드는 길을 선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라이즈(Rise) 팀과 저는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뉴욕에서 

성폭행 생존자 680만 명과 연대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중요한 법안과 이 운동의 확산을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신, Simotas 뉴욕주 

하원의원님과 Hannon 뉴욕주 상원의원님의 리더십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조이풀 하트 재단(Joyful Heart)의 Ilse Knecht 정책 및 옹호 담당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이풀 하트 재단(Joyful Heart Foundation)은 이 중요한 법안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후원자인 Aravella Simotas 뉴욕주 하원의원님과 Kemp Hannon 

뉴욕주 상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이 성폭행 희생자 권리 장전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권리를 성문화할 경우, 

브루클린에서 버펄로까지 우리 주의 모든 지역에서 성폭행 생존자들이 성폭행 증거 수집 

키트의 상태와 보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연구 결과가 성폭행 

생존자의 치료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저희는 성폭행 생존자 모두에게 

정의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지사님, 주의회, 뉴욕주 전 지역의 공무원, 

옹호자분들 그리고 오랜 기간 협조해 주신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에 맞서는 뉴욕주 연합(New York State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의 

Selena Bennett-Chambers 정책 담당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을 법으로 

제정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의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법을 위해 필요한 

성폭행 증거용 법의학 검사에 대해 일부 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성폭력 생존자 조사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밖에도 트라우마와 피해자 반응에 대해 

훈련을 받은 경찰 또는 검찰 기관 담당자가 성폭행 증거용 키트 상태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성폭력 생존자에게 부여하는 일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커다란 

발걸음입니다. 성폭력 생존자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권리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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