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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가정폭력 관련 법안에 서명  

  

법안 S.1557/A.4496, 공익 사업체에 가정 폭력으로 구금된 개인의 석방 요구  

  

법안 S.1555A/A.465-A, 가정폭력 피해자가 유권자 등록 기록을 보다 쉽게 기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가정폭력 관련 법률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 

S.1557/A.4496은 공익 사업체에 가정 폭력으로 구금된 개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 S.1555A/A.465-A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유권자 등록 기록을 보다 쉽게 

기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가정폭력 생존자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저는 학대를 종식시키고 생존자와 가족의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사명을 

이어갈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정폭력 생존자들을 계약에서 자유롭게 

석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새로운 

집의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생존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법안 S.1557/A.4496은 공익 법인 서비스에 가정 폭력으로 인해 구금된 개인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익법령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탈출할 수 있는 조항을 제공해 그들이 달아난 장소에서 서비스 비용을 계속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Kevin Park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진실은 뉴욕주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존자들은 자신의 

삶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공공사업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중요한 법안을 법으로 제정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내며, 생존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합니다."  

  

Carmen De La Rosa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대의 생존자들에게 존엄성을 

되돌려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그 자체로 신체적, 언어적, 경제적 학대입니다. 이 

법안은 생존자들이 그들의 삶과 미래를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법안 S.1555A/A.465-A는 등록된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합니다. 이전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대법원에 해당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 명령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에 직접 연락하여 유권자 등록정보를 

4년간 기밀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Zellnor Myr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의 생존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개인적 안전 사이에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법이 공포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생존자들이 선거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더 쉽게 찾고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Nily Rozic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생존자도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가정폭력 생존자들이 

유권자 등록 이력을 기밀로 유지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간단한 방법을 보장하여 두려움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OPDV)은 

가정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미국 유일의 행정기관입니다. 뉴욕주 가정폭력 및 성폭력 

핫라인(Domestic and Sexual Violence Hotline)은 24시간 운영됩니다. 800-942-

6906(전화), 844-997-2121(문자) 또는 @opdv.ny.gov(채팅)를 통해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주정부 및 지방 핫라인에 접수된 지원 요청 전화는 250,000건 

이상입니다.  

  

피해자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은 또한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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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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