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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10월을 뉴욕주 가정폭력 인식의 달로 선포하고 생존자 지원을 위해
대담하고 혁신적인 이니셔티브 추진

주지사는뉴욕주 아동가족서비스청이 관리하는 65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활용하여
가정폭력 생존자를 지원 및 예방 이니셔티브 추진 발표
뉴욕주 가정폭력 예방청은 가정폭력 및 기술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작하고 향후
선도적인 전문가와의 패널 토론 진행
Hochul 주지사는 가정폭력 인식의 달 시작을 기념하여 뉴욕주 랜드마크에 보라색 점등

지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10월을 가정폭력 인식의 달(Domestic Violence Awareness
Month)로 선포하고 65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여 주정부 등록 서비스 제공자가
가정폭력 생존자 및 가족에게 쉼터 기반 서비스 외의 다양한 수단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Hochul 주지사는 또한 생존자 기술
안전 및 혁신(Technology Safety and Innovation for Survivors) 인식 제고 캠페인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주정부 가정폭력 예방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OPDV)이 진행할 예정이며, 학대 문제에 기술을 접목시킬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가정폭력 생존자를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그 때로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겪어 온 학대와
고통을 근절해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아직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우리는 반드시 혁신적인 솔루션을 계속 추진하여 생존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정부 아동가족서비스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이 집행하는 65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은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
•

가정폭력 생존자의 거주지 마련을 추진하는 주 전역의 79개 서비스 제공자에게
480만 달러.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다섯 곳에 170만 달러. 다음
프로그램은 각 342,380 달러를 수령받게 됩니다. 이스트 햄튼의 리트리트
주식회사(Retreat, Inc.), 뉴욕시 게이 및 레즈비언 비폭력 프로젝트(New York

City Gay and Lesbian Anti-Violence Project), 유니티 하우스 오브 트로이(Unity
House of Troy), 시러큐스의 베라 하우스(Vera House), 이리 카운티의 가족 정의
센터(Family Justice Center).
Hochul 주지사는 가정폭력 인식의 달 시작을 기념하여 다음의 뉴욕주 랜드마크에
보라색으로 점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
•
•
•
•
•
•
•
•
•
•
•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 퍼싱 스퀘어 고가교(Pershing
Square Viaduct)
MTA LIRR - 펜 스테이션의 이스트 엔드 게이트웨이(East End Gateway at Penn
Station)
Mario M. Cuomo 주지사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Franklin D. Roosevelt 미드 허드슨 브리지(Franklin D. Roosevelt Mid-Hudson
Bridge)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H. Carl McCall SUNY Building)
스테이트 에듀케이션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Alfred E. Smith 주정부 사무실 빌딩(State Office Building)
올버니 국제공항 게이트웨이(Albany International Airport Gateway)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점핑 콤플렉스(The Lake Placid Olympic Jumping
Complex)
주립 박람회장 정문 및 엑스포 센터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OPDV의 새로운 소셜미디어 캠페인은 가정폭력 문제에 기술이 사용되는 케이스에
주목하여 기술을 통한 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입니다. 기술이 생존자들에게
정보와 안전 계획을 제공하고 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한편, 학대
가해자들은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트위터(Twitter)(@NYSOPDV), 페이스북(Facebook)(@NYSdomesticviolence),
인스타그램(Instagram)(@nysopdv)에서 진행하는 캠페인과 더불어, 기관은 페이스북,
애플(Apple), 노튼 라이프록(Norton LifeLock) 대표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를 초빙해 패널
토론을 지원합니다. 토론에서는 기술을 이용한 학대 위험성을 비롯해 모바일 지원, 기타
생존자 지원을 위한 혁신 조치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10월 20일 수요일에 예정된 토론의 제목은 "젠더 기반 폭력 맥락에서 기술 혁신과
안전의 균형(Balancing Technology Innovation and Safety in the Context of GenderBased Violence)"으로, 토론은 서비스 제공자, 지원자, 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달 말, OPDV는 생존자 및 지원자를 지원하고 기술로 인한 학대를
이해하여 디지털 세상의 개인정보 및 안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새로운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관은 또한 새로운 웹사이트를 출범시켰습니다.

Sheila J. Poole 아동가족서비스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비스청은
연방 자금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정폭력 생존자를 지원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지원 및 자원을 제공하는 일이 가정폭력 예방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Kelli Owens 가정폭력 예방청의 최고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인식의
달은 피해자와 생존자가 일년 내내 견뎌야 하는 현실을 알고 있으며, 이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술은 피해자와 생존자의
학대 경험은 물론 이들의 가정폭력 서비스 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0월을 맞이하여 우리는 주 전역의 생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서 기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장기적 노력 및 리더십에 영원히 감사드릴 것입니다."
Elizabeth Cronin 피해자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OVS)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OVS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고 가정폭력
생존자들이 안전과 번영을 위해 필요로하는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노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정부 기관 동료들의 노고를 비롯해 모든 범죄
피해자 및 생존자, 그 가족을 위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원을 보내주신 Hochul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 가정폭력 및 성폭력 핫라인(Domestic and Sexual Violence Hotline)은 24시간
운영합니다. 800-942-6906(전화), 844-997-2121(문자) 또는 @opdv.ny.gov(채팅). 작년
주정부 및 지방 핫라인에 접수된 지원 요청 전화는 252,535건입니다.
피해자지원국은 또한 212개 이상의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하여 범죄 피해자 및 가족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또한 보상 및
기타 지원을 기관에 요청한 모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다른 자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