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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타임즈업(TIME'S UP) 운동의 지도자들과 합류한 CUOMO 주지사, 2급 및 3급 강간의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

현재 최대 5년인 공소시효를 2급 강간은 20년으로, 3급 강간은 10년으로 연장
강간의 피해자가 정의를 추구할 시간을 더 제공
주지사의 2019년 여성 사법 어젠다: 지금이 기회(Women's Justice Agenda: The Time
Is Now) 캠페인의 핵심 구성요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타임즈업(TIME'S UP) 운동과 전미 여성 기구 뉴욕시
지부(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NYC, NOW-NYC)의 지도자들과 합류하여 오늘
법안(S.6574/A.8412)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2급 강간의 공소시효를 20년, 3급
강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은 또한 2급 성범죄와 2급 근친상간의
경우 20년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3급 성범죄의 경우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은
또한 1급 근친상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새로운 법 이전에는 피해자가 2급 또는
3급의 강간과 2급 또는 3급 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주장하는 소송을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로써 피해자가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성희롱과 학대에 대한 지속적이고
만연한 문화가 있었으며, 2급 및 3급 강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5년이라는 사실이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생존자를 모욕하는 것이며, 오늘 우리는 그들이 겪은 정신적 외상을 극복하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 법안은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불의를 인식하고, 이 고통을 겪은 모든 여성과 앞으로 나서서 다른 여성들이
고통을 입지 않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용기를 낸 모든 지지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여성 사법 어젠다(Women's Justice
Agenda)의 중대한 부분이며 타임즈업(TIME'S UP)과의 협력 관계인 이 행동으로 뉴욕
주민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더 많은 강간범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은
문화를 변화시키고 성희롱을 퇴치하며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우리 주 전역의 희생자들을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강간 사건의 공소시효 때문에 피해자는 고발을 원할 경우 나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합니다. 작년에 침묵 속에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한 희생자들께서 자신이 겪은
성폭력에 관해 용감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지나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음으로 인해 주 정부의 역량 부족 또한 드러났습니다. 이 희생자들은 또한 침묵의
문화를 변화시켜 다른 희생자들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미국 전역의 주들이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이 전면적인 개혁을 2019 여성 사법 어젠다(2019 Women's Justice Agenda)의
일부로 처음 제안했으며, 회계연도 2020 행정부 예산(FY 2020 Executive Budget)에서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입법부는 이 계획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입법 심의회가 11일 남은
상황에서 주지사는 "여성 사법 어젠다: 지금이 기회(Women's Justice Agenda: The Time
Is Now)"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입법부에 2급 및 3급 강간의 공소시효를
연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은 성희롱과의 싸움에서 국가를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 Cuomo 주지사는 주의 국가
선도적인 포괄적 성희롱 종합 법안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직장 괴롭힘 보호 조치를
제정했습니다. 지난 8월,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해 뉴욕의 반차별 법안을 강화하여
"심각한 또는 만연한" 괴롭힘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삭제해 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인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기밀 유지 합의(non-disclosure agreements)에 고용인들이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제기한 소송의 공소 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Alessandra Biaggi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학대에서 살아남은 후 침묵을
지켰던 제 자신의 경험에서 말하자면,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가해자에 대한 정의를
추구할 준비를 갖추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특정 강간, 성범죄
행위 및 근친상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성폭력 생존자가 자기 방식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헌신해주신
Andrew M. Cuomo 주지사와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을 계속 제정하고 생존자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Aravella Simota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는 사람들에게
강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대신 강간당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법을 갱신함으로써
우리는 생존자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누구에게도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생존자들에게 그들의 정신적 외상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우선시해야 하는 긴급함을 이해해주신 주지사님,
Biaggi 상원 의원, 타임즈업(Times Up)의 지지자들과 입법부의 제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타임즈업(TIME'S UP)의 시작을 지원했던 300명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 여성
중 한 명인 Julianne Moor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주신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뉴욕 주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며 많은 생존자가 마땅한 정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타임즈업(TIME'S UP)의 지도자들인 Leslie Silva, Carmen LoBue, Robbie Kaplan과
함께 이 법안의 지지를 위해 올버니를 방문한 Mira Sorvin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뉴욕뿐 아니라 전국에 만연한 강간 문화와의 전투에서 진정한 진전을
이룬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이 법안 덕분에 더 많은 생존자가 이제 법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정의를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타임즈업(TIME'S UP) 활동가 겸 배우인 Michelle Hur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Cuomo 주지사와 주의 지도자들은 법의 잘못을 바로잡고 뉴욕에 있는 수많은 생존자가
마땅히 얻어야 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강간의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의 만료 날짜는 이제 뉴욕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전미 여성 기구 뉴욕(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 New York) 지부의 Sonia
Ossorio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간은 우리 사회의 조직을 찢는 범죄이며 오늘
뉴욕은 우리 모두가 정의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뉴욕의 여성, 남성 및
가족들의 큰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이슈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생존자들과
연대해주신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타임즈업(TIME'S Up)의 Jennifer Klein 전략 및 정책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께서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모든 여성을 위해 안전하고 공정하며 품위 있는 업무를 보장하도록 미래의
법안에 촉구하길 바랍니다."
뉴욕 타임즈업(TIME'S UP) 네트워크의 활동 멤버인 Alysia Rei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서로를 지지하는 여성들의 힘을 목격하게 되어
기쁩니다. 타임즈업(Times UP)의 시작부터 우리는 성폭력과 괴롭힘의 생존자와 미래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및 정부의 변화를 목표로 삼았고, 드디어 오늘
그 목표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타임즈업 변호 지원금(TIME'S UP Legal Defense Fund)의 Robbie Kaplan 공동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 서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지난
2년 동안 형평성과 정의를 위한 강력하고 멈출 수 없는 운동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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