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타임즈업(TIME'S UP), 심의회 종료 전에 2급 및 3급 강간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추가 

성폭력 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캠페인에 합류  

  

의회에 2급 및 3급 강간죄 5년 공소시효법 폐지 요구  

  

성추행 보호책 강화로 법적으로 조치하려면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괴롭힘이어야 하는 

조건 제거  

  

두 가지 제안 모두 주지사의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의 일환으로 추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타임즈업(TIME'S UP)이 6월 19일 입법 심의회가 

끝나기 전에 2급 및 3급 강간죄 공소시효를 제거하고 추가 성폭력 보호책을 제정하기 

위한 주지사의 캠페인에 합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 법안은 모두 주지사의 

회계연도 2020 행정부 예산(FY 2020 Executive Budget)에서 제안한 것이지만,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입법 세션의 남은 기간 동안 예산 외로 처리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침내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음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첫째, 성추행, 성폭력, 성차별에 관한 여성 학대 

문화가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2급 및 3급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급 및 3급 강간죄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정의를 

비참하게 유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주정부는 국내 

진보의 수도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여성 권리와 여성 정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진보를 이룹시다. 그리고 이 고통에 시달리고 모욕을 견디고 있는 모든 여성을 

존중합시다. 비록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앞에 나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한 

여성을 존중합시다. 실제로 변화합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바꾸고 여성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뉴욕 주정부는 성추행을 근절하고 여성 

폭력 및 강간 보호책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타임즈업(TIME'S UP)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성추행 및 폭행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입법 심의회가 끝나기 전에 모든 여성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강간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괴롭힘이 '심각하거나 만성적'이어야 

하는 조건을 제거하는 것은 주정부의 우선사항입니다."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 삭제  

뉴욕주는 1급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2급 강간 및 3급 강간에 

대해서는 5년 공소시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행정부 예산(FY2020 Executive 

Budget)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을 완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급 및 3급 강간죄 공소시효를 폐지할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직장의 성희롱에 대한 보호 강화  

2018년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국내에서 가장 종합적인 성추행법에 기반하여, 

주지사는 2020년 행정부 예산(FY2020 Executive Budget)의 일환으로 괴롭힘이 

'심각하거나 만성적'이어야 하고 고소하려면 사전 분쟁 공개 금지 합의를 해야 하는 

조건을 없앰으로써 직장 내 성추행 보호책을 강화하고, 고용주가 성추행 교육 포스터를 

눈에 띄게 붙여야 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2019년 예산으로 제정된 법에 기반합니다. 이는 뉴욕주의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계약자, 하도급 업자, 판매 회사, 상담가, 기타 직장 내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도록 직장 보호책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성추행 예방 정책 및 훈련을 

채택해야 하며 2019년 1월자로 모든 주 계약자들이 성추행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모든 

직원을 훈련시킨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타임즈업 변호 지원금(TIME'S UP Legal Defense Fund)의 Robbie Kaplan 변호사 겸 

공동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진보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는 

진보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조치합시다. 실제로 진보합시다... 의회는 조치를 

취하여 수많은 여성들을 위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타임즈업(TIME'S UP)의 Mira Sorvino 배우 겸 행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수단을 통한 지배적, 가부장적, 성적 여성 학대가 항상 있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구석기 시대 조상들이 평생 겪었던 이런 일들을 모든 미래 

여성들, 모든 미래 세대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영원히 바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과 열정이 행동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국제 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와 함께 여성 

권리와 인신매매 문제를 오랫동안 지지해왔기 때문에 저는 행동이 없는 인식은 헛되고 

소용이 없다고 항상 말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에서 이 문제들을 변화시킬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가 통과시키기를 촉구합니다."  

  

타임즈업(TIME'S UP)의 Leslie Silva 배우 겸 행동가, 타임즈업(TIME'S UP)의 Carmen 

LoBue 배우, 감독, 행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 가을,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Mira Sorvino를 포함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발언해주신 용기 덕분에 저희는 전 세계 

직장에서 다양한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만연한 학대와 부정 행동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타임즈업(TIME'S UP) 개시 이후로 저희는 여성들이 다시는 외롭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해결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욕 안전 어젠다(New York Safety Agenda)를 추진하고 오늘 여기에 저희를 

초대하기 위해 리더십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여성 유권자 동맹(League of Women Voters of NYS)의 Laura Ladd Bierman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보호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의회는 심의회가 끝나기 전에 주지사의 요청에 응답하고 2급 및 3급 

강간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추가 성추행 보호책을 제정해야 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지속적인 여성 지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Connie Neal 뉴욕주 가정폭력 근절 연합(New York State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추행 및 성폭행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를 

보장하는 주지사님의 활동에 갈채를 보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의회는 지금 조치해야 

합니다."  

  

뉴욕주 성추행 반대 연합(New York State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의 

Selena Bennett-Chambers 공공 정책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성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데 리더십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성폭력 및 성추행은 모든 인종, 장애 여부, 성 정체성, 기타 다양한 요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연한 문제입니다. 전국 설문조사(National Survey)에 

따르면 여성 5명 중 1명, 남성 71명 중 1명이 인생에서 언젠가는 강간을 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통계는 여성의 70%가 직장에서 성추행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2015년 미국 성전환자 설문조사(U.S. Transgender Survey)에서는 성전환자의 

47%가 인생에서 언젠가는 성폭력을 당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우리는 2급 및 3급 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성추행법 및 보호책 강화를 포함하여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보호책, 권리, 선택권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생존자들, 가족들,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가정 폭력 문제의 리더인 YWCA 뉴욕 북동부(YWCA NorthEastern NY) 및 뉴욕주 

YWCA(YWCA's of NYS)의 Kim Siciliano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와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학대자에 대하여 발언하고 피해자 보호책을 통과시키는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및 추행의 확산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욕은 여성 권리를 오랫동안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Cuomo 주지사님은 

강간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더욱 강력한 직장 내 성추행 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으로 계속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치하고 우리 주에서 이런 부끄러운 행동이 일어나는 곳이 없도록 보장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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