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월말에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재승인할 것을 연방 의회에 촉구  

 

매년 뉴욕에서 2만 명이 넘게 발생하는 가정 폭력 및 성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으로 조성되는 기금  

 

Cuomo 주지사: “이 법이 효력을 상실하기 전에 남은 10일도 되지 않은 입법일 동안, 연방 

의회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법안의 미래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뉴욕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부당한 일입니다. 이 법안을 재승인하는 

일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연방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또는 이민자의 신분 등에 따라 여성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의 우선 순위를 

얼마나 낮게 두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은 가정 폭력과의 전투에서 거둔 

획기적인 성과였습니다. 1994년에 Clinton 대통령이 처음 서명한 이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은 연방 의회에서 초당파적으로 다수당이 

세 번 재승인하였으며, Clinton 대통령, Bush 대통령, Obama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했습니다. 월말에 효력이 상실되는 이 법을 통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매년 뉴욕에서 

2만 명이 넘게 발생하는 가정 폭력 및 성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효력을 상실하기 전에 남은 10일도 되지 않은 입법일 동안, 연방 의회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법안의 미래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뉴욕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부당한 일입니다. 이 법안을 재승인하는 

일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연방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또는 이민자의 신분 등에 따라 여성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의 우선 순위를 

얼마나 낮게 두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가정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이끌어왔습니다. 우리의 2015년 여성의 평등 어젠다(2015 Women's Equality Agenda)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우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정책인 ‘Enough is Enough’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괴롭힘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처음으로 

학대를 받은 여성들이 두 번 다시 학대를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사회 시스템 

내에서 학대자들이 총기를 소유하도록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가정 폭력범의 

총기를 몰수하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미투(#MeToo) 운동의 결과로서, 우리는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 표준을 세우고 법의학 강간 증거 키트의 저장 기간을 30일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국가를 퇴보시키기 위해 애쓰는 대신, 연방 의회가 지체없이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재승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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