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3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아동 학대 사건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400만 달러 규모의 아동 권리 옹호 

센터 지원 발표  

 

지원금으로 26개의 뉴욕주 승인 센터가 동영상 녹화 장비를 구입하고 성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 피해자와 인터뷰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직원을 고용할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범죄 피해 아동 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뉴욕주 승인 아동 권리 옹호 센터 26곳에 4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센터는 뉴욕주 전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영상 녹화 장비 구입 및 설치 

비용을 충당하고 성적 및 신체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를 인터뷰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기금은 학대를 당한 아동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기금으로, 아동 권리 

옹호 센터는 아동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효과적인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학대자를 처벌하는 사법집행기관과 보다 순조롭게 공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동 권리 옹호 센터는 사법집행기관과 아동 보호 서비스 전문가, 검사, 의학 및 정신과 

전문의와 피해자 변호사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의 팀이 센터 요원과 협력하여 아동 학대 

혐의에 대응합니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 방식은 아동 피해자가 겪는 외상을 경감하고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며,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자가 책임을 지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범죄 피해 아동을 돕는 

중요한 자원이며, 브롱크스에 이 자금을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업부, 법무부, 과학 세출 분과위원회의 간부 위원으로서, 작년에 배정한 VOCA 자금 중 

일부를 Cuomo 주지사님께서 브롱크스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원의원 Sean Patrick Malon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공유할 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고, 치유 과정을 시작하고, 범죄자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퍼트넘 카운티에 만들어 주민들을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학대의 생존자를 지원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괴물을 감옥에 보내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기금으로 아동 권리 옹호 센터는 아동 피해자와 인터뷰할 수 있도록 특수 훈련을 

받은 법의학 면접관이나 적절한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숙련된 

전문가는 아동에게 학대 경험을 진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횟수를 줄이며, 아동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울러 모든 

센터는 동영상 녹화 및 콘퍼런스 콜 장비, 랩탑, 휴대전화 및 스마트 보드를 비롯하여,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이러한 인터뷰를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분야의 팀 구성원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이 관리하는 이 보조금은 연방 범죄 

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VOCA) 및 뉴욕주 형사 사법 개선 계좌(Criminal Justice 

Improvement account)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며, 두 가지 모두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 범죄자가 지불한 벌금, 수수료 및 할증료를 통해 지원됩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Elizabeth Croni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검사로서, 아동 학대 사례의 혼란스럽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본질과, 정신적 외상을 

입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동 권리 옹호 센터는 이러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센터가 특별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에게 가장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OVS)은 아동 옹호 센터를 승인 및 자금 

지원하는 뉴욕주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과 협력하여 

지원금이 센터의 중요 업무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OVS는 

아동 및 가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8개의 아동 권리 옹호 센터에 추가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들 센터는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주정부 전역의 223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Sheila J. Poole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OCFS는 연간 19,000명의 아동과 피해 가족에게 봉사하는 

아동 권리 옹호 센터에 대한 투자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센터가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들의 영웅적인 노력과 커뮤니티 내의 아동 친화적인 분위기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아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아동 학대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사용하는 조정된 접근법은 아동과 그들의 무고한 가족 구성원이 학대 

사실을 진술하면서 그 경험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합니다.”  



 

2년 보조금 주기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연방 

회계연도와 일치합니다. 다음 21개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26 개 센터를 위한 보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일부 센터는 여러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Safe Horizon for its Child Advocacy Center 브롱크스, 브루클린, 퀸즈, 맨해튼 

및 스태튼 아일랜드 $826,113  

 

롱아일랜드  

         The Safe Center LI (나소 카운티): $162,185  

 

미드 허드슨  

         Putnam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80,223  

 

주도 지역  

         Mental Health Association of Columbia-Greene Counties: $138,077  

         Saratoga Center for the Family: $125,121  

         START Children's Center 렌셀러 카운티 $153,920  

 

노스 컨트리  

         Clinton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331,340  

         Victims Assistance Center of Jefferson County: $355,535  

 

모호크 밸리  

         Oneida County Sheriff's Office: $186,040  

 

센트럴 뉴욕  

         CAC Foundation 오스위고 카운티 $199,640  

         Madison County Sheriff's Office: $183,767  

         McMahon/Ryan Child Advocacy Center (오논다가 카운티): $199,711  

 

서던 티어  

         Crime Victims Assistance Center 센터 2곳: 브룸 카운티 센터 1곳, 셔냉고 

카운티 센터 1곳. $118,097  

         Family Services of Chemung County: $72,604  

         Southern Tier Health Care System (앨러게니 및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345,630  

 

핑거 레이크스  



         Cayuga Counseling Services: $8,988 (장비만)  

         Genesee County: $65,847  

         Partnership for Ontario County: $122,000  

 

웨스턴 뉴욕  

         Child and Adolescent Treatment Services 이리 카운티: $144,447  

         Friends of the Chautauqua County Child Advocacy Program: $157,129  

         Niagara Falls Memorial Medical Center: $85,622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자신의 잘못 없이 범죄 피해를 당한 후 다른 

지원 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피해자 및/또는 그 가족들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개인에게 의료 및 상담 비용, 장례 및 매장비, 그리고 다른 지원 

중에서도 임금 및 지원 손실을 보상합니다. 이것이 납세자들이 의지할 마지막 

대상입니다. 의료보험과 산재보상과 같은 다른 모든 지원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기관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범죄와 연관된 손실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관은 2016년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총 2,2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된 지원금 또는 이전 년도의 지원금입니다. 뉴욕주는 

카운슬링이나 의료 비용 상한선이 없는 유일한 주입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이 

필요에 따라 도움을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작년, OVS는 성적 및 신체적 학대 또는 

방치 또는 아동 포르노의 피해자 아동 4,667명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성적으로 학대당한 아동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2016년 기관이 지불한 

모든 배상 청구액의 약 1/3을 차지합니다.  

 

아울러 OVS는 각 주마다 여성, 남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223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크에 4,550만 달러의 기금을 제공합니다. 범죄피해자 보상 및 본 기관의 

일상 운영 비용을 위한 자금은 특정 위반자가 뉴욕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 후 

납부해야 하는 벌금, 의무 부가금 및 범죄피해자 지원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벌금 

및 수수료는 OVS가 뉴욕주 전역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기금의 대부분을 

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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