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10/29/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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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 범죄범죄범죄범죄 피해자피해자피해자피해자 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 65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자금자금자금자금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650만 달러의 추가 보조금이 뉴욕주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지원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방 보조금은 다른 여러 서비스 

가운데에서도 카운셀링, 위기 개입, 자문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226개 프로그램에 

대한 172곳의 관리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지원됩니다. 통산해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2015-16년 동안 4,38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 보조금은 범죄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뉴욕주 커뮤니티에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 행정부가 의회대표들의 

도움으로 이러한 임무를 지원해주시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뉴욕의 범죄피해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관리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비영리기관, 병원, 단속기관에서 운영합니다. 

범죄피해지원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3년 계약 기간 동안 점차 증가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의회 조치를 통해서 예상보다 15% 더 많은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기관에서 지원하는 범죄피해지원국이 이 프로그램의 전문가들을 위해 

3일 동안 Syracuse에서 열리는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 지원금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400여명의 전문가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피해자, 피해자 

도우미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범죄 

생존자들이 프리젠테이션, 워크숍, 패널 토론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점을 다룬 다큐멘터리 The Hunting 

Ground도 상영될 것입니다. 

 

범죄피해지원국장범죄피해지원국장범죄피해지원국장범죄피해지원국장 Elizabeth Croni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가정 폭력 생존자에 대한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이든 아니면 학대 아동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든 이 프로그램은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전직 검사로서 제일 먼저 범죄 피해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보았습니다. 이 지원금은 이들이 피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들이 의지할 중요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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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내 62개 카운티에 있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단속기관 명단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범죄피해지원국에서 자금을 지원한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 거의 265,000명에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4,380만 달러의 보조금 주기는 연방회계연도(10월 1일 – 9월 30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조금은 연방 범죄피해법과 뉴욕 피해자 및 목격자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의 

사법제도 개선비계정에서 나옵니다. 이 계정에 속한 모든 보조금은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법자들이 지급한 벌금, 수수료 및 과징금입니다. 나머지 

5%는 주 보조금에서 충당합니다.  

 

Charles E. Schumer 미상원의원은미상원의원은미상원의원은미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범죄 및 가정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도 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뉴욕에는 범죄와 폭력 피해자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소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65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은 이들 피해자들이 법적 지원, 카운셀링 및 기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조직들이 이처럼 중요한 일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Louise Slaughter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면 생존자들이 이전 상태로 돌와오도록 하고 

커뮤니티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의 최초 공동저자이자 범죄 피해자였던 

사람들을 오랫동안 대변해온 저는 이러한 서비스가 어떻게 개인과 가족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을 제공하는 지를 보아온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중요한 프로그램과 

이들이 바꾸어놓는 삶을 응원하게 되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Eliot Eng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범죄 피해자가 되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경험은 끔찍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를 겪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혼자서 극복하게 놔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가 범죄 피해자를 지지하는 프로그램에 650만 달러의 연방자금을 

배정하면서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치료에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분야에 힘써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Nita M. Low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이이이렇게렇게렇게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연방 범죄 피해자 보조금 280만 달러는 Westchester와 

Rockland의 여러 현지 및 커뮤니티 중심 기관들이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 사례를 포함해 

범죄 피해자들에게 마음을 평안을 가져다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는 하원세출위원회 간사로서, 피해자들이 외상 경험에서 벗어나 개인, 가족, 전체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José E. Serrano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지속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들이 외상 경험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카운셀링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연방 보조금으로 뉴욕시에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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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 것입니다. 이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Bronx에도 지원된다는 것이 기쁩니다.”  

 

Jerrold Nadler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모두 힘을 모아 가정 폭력, 

성폭행, 아동학대 또는 기타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새로운 연방 보조금 수백만 달러는 뉴욕시의 여러 곳을 포함해 뉴욕주의 많은 

기관에 전달되어 범죄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카운셀링, 범죄 개입, 

법률 지원을 포함한 서비스는 중요합니다. 이처럼 뉴욕에서 범죄에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몸소 실천해주시는 Cuomo 주지사와 범죄피해지원국에게 큰 신뢰를 

보냅니다.” 

 

Carolyn B. Malon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다시 피해를 입고 있어서 회복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카운셀링, 위기 

개입, 자문 및 법률 지원을 위해 추가 보조금을 배분해주시는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뉴욕주민들이 이러한 서비스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 

프로그램에 확실한 연방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Gregory W. Meeks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에 65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Cuomo 주지사의 발표를 

환영합니다. 추가적인 연방 지원은 범죄 피해자, 그 가족 및 커뮤니티가 범죄가 야기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주지사와 함께 계속 

추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Joe Crowl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리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방 자금이 중요한 프로램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범죄피해지원국에 감사 드립니다. 이 

지원금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최상의 일을 수행하는 것, 즉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필요한 자원을 갖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teve Isra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 없이 피해를 입은 

뉴욕주민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자원을 이용하는 일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추가 연방 보조금은 Queens, Nassau, Suffolk 카운티의 피해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피해자가 이러한 외상성 경험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일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Brian Higgins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집과 커뮤니티에서 폭력과 범죄에 

노출되면 그 상처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300만여 달러의 연방 보조금이 

유입되면 Western New York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이 피해자들의 치료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ean Patrick Maloney 대표는대표는대표는대표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Hudson Valley 범죄피해자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은 모든 입법관계자들에게 최우선 사항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여성이나 아이도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이 새로운 보조금은 피해자들이 중요한 보호를 받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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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해줄 것입니다.”  

 

Grace Meng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Queens와 뉴욕주 전역의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에 중요한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자원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알아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Kathleen Rice 대표는대표는대표는대표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Safe Center LI와 같은 장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정 폭력, 

성폭행 및 아동 학대 피해자들은 보건 및 카운셀링부터 법률 지원 및 긴급 주택 지원에 

이르기까지 한 곳의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이 롱아일랜드와 뉴욕주 전역에 있는 Safe Center 및 다른 많은 

프로그램에 제공되어 기쁩니다. 저는 위기 순간에 피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현장 속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Lee Zeldin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카운셀링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롱아일랜드 단체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는 일에 Cuomo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Dan Donovan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다. 이 말은 저의 

만트라입니다. 바로 이런 연유로 저는 범죄 피해자 프로그램과 Staten Island Family 

Justice Center를 위해 싸웠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초기 범죄를 경험하면 곧잘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이들은 회복 과정을 통해 이들을 돕기 위해 오늘 발표된 것과 같은 

자원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피해지원국은 자신의 잘못 없이 범죄 피해를 입고 다른 지원 수단을 받지 못한 개인 

및/또는 그 가족들을 위해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납세자들이 의지할 마지막 

대상입니다. 의료보험과 산재보상과 같은 다른 모든 지원 자원이 고갈되어야 기관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범죄와 연관된 손실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해, 

범죄피해지원국은 2,000만여 달러의 보상금을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적격성 가이드라인 및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들의 리스트를 

포함하여 OVS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ovs.ny.gov를 방문하거나 1-800-247-8035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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