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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FLANAGAN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 HEASTIE 뉴욕주 하원
의장, ‘라번법(LAVERN’S LAW)’에 대한 3 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 John J. Flanagan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 Carl
Heastie 뉴욕주 하원 의장은 오늘, 누락된 암 진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는 라번법(Lavern's Law): 법안에 대해 3 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암 진단을 받지 못한 채 2013 년에 사망한 Lavern Wilkinson 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환자가 잘못을 알게 된 후 2 년 반 동안 암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개정합니다. 현행법은 오진을 한 후 15 개월이
지난 Wilkinson 씨와 같은 케이스의 경우 소송을 제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Lavern Wilkinson 와 그녀의 가족이 간
길을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이 합의는 암 환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동시에 또한 의료
분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개혁으로, 우리는 모든 이를 위해
뉴욕을 더욱 건강하고 공정한 주로 만들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의 John J. Flanagan 다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합의는 암과
싸우고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시기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개인이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진이 발생했을 때 환자와 그 가족을 더욱 잘 보호하도록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도록 보장합니다. 저는 이 중요한 새로운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지사님과 뉴욕주 하원의 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하원(New York State Assembly)의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저는 의료 과실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정의를 제공하기
위한 합의에 저희가 도달하게 되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Lavern Wilkinson 씨에
대한 기억은 계속 생생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유형의 오진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서
구제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주 하원 다수당의 의원님들 특히 이 법안을

후원하고 암 환자들이 정의를 추구하도록 돕는 데 주력하려고 결정했던 강력한 지지자인
Helene Weinstein 하원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뉴욕주 법에 따라, 의료 과실 조치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일부 환자가
부상당했다는 것을 알기 전에 일부 케이스가 만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S.6800)은 암
및 악성 종양을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 관련된 케이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가 과실이 발생한 일자 대신에 원고가 과실과 상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일자로부터 2 년 6 개월간의 공소시효가 발효되며, 발생일로부터 7 년의 외부 제한이
적용됩니다.
Helene Weinste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엄격한 법률
때문에 단지 우리의 법체계 속에 들어오지 못했던 Lavern Wilkinson 씨와 같은 오진된 암
환자에 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암에 걸린 사실을 아는 것은
충분히 힘든 일입니다. 저는 의료 과실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법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의 Kenneth E.
Rask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균형과 공평성을
찾으려는 주지사님의 노고와 진지한 시도에 대해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의 의료 책임 환경을 고려할 때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의료 서비스 공동체는
모든 고객을 위해 공정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균형을 유지해 주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법정 변호사 협회(New York State Trial Lawyers Association)의 Matt Funk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 환자의 가족은 이미 너무 많은 상실감과 비통함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현행법은 그들에게 추가적인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암 환자들에게 정의를 안겨주며 그들의 친지들이 희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합의에 대해
Cuomo 주지사님, Flanagan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님, Heastie 뉴욕주 하원
의장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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