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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획기적인 어린이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으로 1년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림을 발표  

  

아동 성폭행 피해자, 폭행을 당한 나이와 시기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어린이 피해자법, 주지사의 2019년 사법 어젠다(Justice Agenda)의 핵심 요소  

  

Cuomo 주지사의 해당 법안 관련 녹음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Cuomo 주지사: "아동 성폭행은 실제로 널리 퍼져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늘지고 

구석진 곳에 놓여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만연해 있습니다. 

어린이 피해자법은 성폭행 피해자 아동에게 재판에 대한 권리 및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어린이는 법적 권리를 가지며, 어린이 폭행 가해자는 법정에 서게 

되고 이에 답변하도록 법원에 소환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획기적인 어린이 피해자법이 발효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이제 성폭행을 당한 개인은 폭행이 일어난 시기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한이 있는 주장을 하는 피해 

생존자도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1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9년 2월에 이 법안에 서명하여 주지사의 사법 어젠다(Justice Agenda)의 핵심 요소를 

달성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 성폭행은 실제로 널리 퍼져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늘지고 구석진 곳에 놓여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만연해 있습니다. 어린이 피해자법은 성폭행 피해자 아동에게 재판에 대한 권리 및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어린이는 법적 권리를 가지며, 어린이 폭행 

가해자는 법정에 서게 되고 이에 답변하도록 법원에 소환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지지를 받아 

폭행으로부터 살아남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는 미국인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시기에 어린이 피해자법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피해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린이 피해자법은 뉴욕 주민이 지금까지 거부된 정의를 추구하도록 

https://soundcloud.com/nygovcuomo/governor-cuomo-discusses-child-victims-act-on-long-island-news-radio-with-jay-oliver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child-victims-act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 사건에 대한 소송 기회는 주 전역의 피해 생존자가 이 기회를 

통해 가해자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어린이 피해자법은 뉴욕의 낡은 법을 고쳐 가해자들이 범죄 시기에 상관없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보장함으로써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해당 법안:  

  

• 해당 범죄 가해자가 형사법상 책임을 져야하는 기간 연장,  

• 해당 범죄 피해자가 55세가 되기 전 언제든지 민사 소송을 개시하도록 허락,  

• 피해자의 주장에 시간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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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 재시작된 소송에 대해 시기 적절한 선고를 하도록 법과 규제를 공포할 권한을 

법원 행정처(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에 부여.  

  

Brad Hoylman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Jeffrey Epstein과 관련한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 비극적이지만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아동 성폭행 피해자는 뉴욕의 이전 

부적합한 공소 시효로 수년 동안 사법 제도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맞설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 상원의 공화당은 10년간 

어린이 피해자법을 통과시키려는 우리 노력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민주당 상원 

다수당(Democratic Senate Majority) 및 Andrea Stewart-Cousins 다수당 지도자와 

Cuomo 주지사, Linda Rosenthal 하원 의원의 리더십 덕분에 법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피해 생존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와 법의 힘이 여러분의 

뒤에 있으며 여러분은 외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 피해자법은 피해 생존자가 

사법 처리를 추구하고 숨어있는 가해자를 드러내어 가해자와 이러한 폭행을 가능하게 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모든 성 정체성, 인종, 

사회경제적 계층, 기관으로부터 여러 피해자가 주 전역 곳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법안이 2003년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되었을 때, 300명 이상의 성폭행 가해자가 

소송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Linda B. Rosenthal 하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불확실한 역경에 맞서 

싸우며 오랜 시간 고통의 세월을 인내하고 나서야 어린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마침내 어린이 피해자법을 통해 소송 제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의의 빛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미흡한 법 뒤로 숨어지내던 가해자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치료의 방책을 얻을 것입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오늘이나 내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또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피해자법은 뉴욕의 법이 피해자 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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