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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범죄 피해자 보호 확대 법안에 서명  

  

법안 S.1868/A.5614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보호 명령을 따르거나 시행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  

  

법안 S.6167/A.7079는 불법 감시 범죄 피해자의 보상 자격을 확대  

  

법안 S.6353/A.7051은 "아동 피해자"의 정의에 범죄를 목격한 아동을 포함하도록 확대  

  

Cuomo 주지사: "뉴욕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한 첫 번째 주들 중 하나이며 이 

새로운 법안들로 신체적 피해는 없지만 끔찍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위해 

더 넓은 보호 제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피해자 보상의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싸우며 입은 피해 비용을 배상받고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보호 명령을 따르거나 

시행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S.1868/A.5614)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신체적 피해가 없는 불법 감시 범죄의 피해자들로 보상 자격을 

확대하고(S.6167/A.7079), "아동 피해자"의 정의를 범죄를 목격한 아동으로 확대해 피해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S.6353/A.7051).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한 첫 번째 

주들 중 하나이며 이 새로운 법안들로 신체적 피해는 없지만 끔찍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위해 더 넓은 보호 제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피해자 보상의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싸우며 입은 손해 비용을 배상받고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지원한 

초기 옹호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범죄와 폭력에 맞서는 일에서 미국을 이끄는 

점에 대해 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범죄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과 기타 범죄의 피해자들을 지원하여 모든 뉴욕 주민들이 마땅한 관심, 지원, 

정의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보호 명령을 따르거나 시행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청구(S.1868/A.5614)  

이 법안은 가정폭력에 대한 뉴욕의 무관용 정책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호 명령을 

따르거나 시행하지 못한 행위를 조사하는 재판 이후, 법원 또는 배심원들이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금전 및 비금전적인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법안으로 피해자들이 법적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의료비 및 임금 

손실뿐 아니라 중대한 정신 및 사회적 손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제정 60일 후 발효됩니다.  

  

Jamaal T. Baile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의 생존자들은 법적 

절차나 회복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및 비용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저의 법안으로 

생존자들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얻는 재정적 부담에 대해 피고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중대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와 이 법안의 

중요성을 인정해주신 Andrea Stewart-Cousins 다수당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Helene E. Weinste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관계인들이 

법정에서 책임을 가리는 대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손해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지우는 법의 허점을 제거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옹호해주신 주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불법 감시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S.6167/A.7079)  

이 법안은 신체적 피해는 없으나 1급 혹은 2급 불법 감시 범죄 및 1급 혹은 2급 불법 감시 

이미지 전파로 고통받은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 자격을 확대합니다. 이전의 

법에서는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어야만 소득 손실, 배상받지 못한 안전장치 비용 및 

정신 건강 상담, 학대받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피난처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 또는 거주 

비용, 범죄 기소와 관련된 법정 출두에 필요한 교통비를 포함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제정 180일 후 발효되며 발효일 당일과 이후 제기된 모든 

소송에 적용됩니다.  

  

Roxanne J. Persaud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치 않는 손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체적인 피해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정신 건강, 경력, 관계 및 안전하다는 느낌 등 피해자에게 미치는 

범죄의 영향은 종종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며 오래 지속됩니다. 이러한 불필요하고 

끔찍한 폭력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Karen McMah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 감시 범죄는 사생활을 

끔찍하게 침범하고 피해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며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새 법안은 피해자들이 감정적인 외상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주시고 정의를 찾는 범죄 피해자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범죄를 목격한 아동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S.6353/ A.7051)  

이 법안은 "아동 피해자"의 정의를 확대해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행해지거나 아동이 

목격한 모든 폭력의 결과로 인한 신체, 정신 혹은 감정적 손상, 손실 또는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전의 법에서는 범죄의 피해자인 아동만이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을 통해 범죄 관련 손해비용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타인에게 행한 범죄를 목격하였으나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아동 또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합니다. 해당 법안은 제정 180일 후 

발효되며 발효일 당일과 이후 제기된 모든 소송에 적용됩니다.  

  

Velmanette Montgomer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이 범죄를 

목격하면 엄청난 정신적 외상을 받으며, 특히 아동의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동의 안전, 건강,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향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동 목격자들이 자신의 끔찍한 

경험을 해결하고 수년을 허비할 위험을 줄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Pat Burk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법원 출두에 대한 

보상을 받고 목격한 정신적 외상을 남긴 사건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누구나 치료비용이나 끔찍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받는 아동을 위해 

정의를 추구하는 비용으로 재정난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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