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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프로그램에 연방 자금 2,400만 달러 지원 발표  

  

83개의 가정폭력 프로그램 및 쉼터에 코로나 검사 및 백신 관련 자금 1,600만 달러 이상 

지원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지원 서비스  

  

760만 달러를 확보하여 50개 성폭력 위기 센터 및 성폭력 프로그램 지원  

  

가정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피해자 증가에 대응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 

부담 상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가정폭력 프로그램 및 쉼터, 성폭력 프로그램, 

성폭력 위기 센터 등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약 2,400만 달러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을 통해 현장 코로나 검사 및 백신 대응력을 강화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상쇄하며,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 최근 

피해자 증가에 대응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가정폭력 및 젠더 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극적이게도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폭력 및 젠더 폭력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금 지원은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도움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가족 폭력 예방 서비스법(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Act)과 미국 

구제법(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금 지원 대상은 83곳의 가정폭력 

프로그램과 센터이며, 이들은 1,63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 검사, 백신, 이동식 

진료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곽 지역사회, 문화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소외 지역사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가정폭력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추가적으로 50곳의 

성폭력 위기 센터와 성폭력 프로그램에 760만 달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예방 및 

완화 조치를 강화합니다. 뉴욕주 아동 가족 서비스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에서 이 기금을 관리합니다.  

  

Sheila J. Poole OCF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극복하고 삶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건강 문제를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OCFS는 



이번 자금을 집행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전염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의 삶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Charles E.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토록 귀중한 일을 하는 단체를 위해 미국 구제법을 

통해 제가 확보한 연방 자금을 적절하게 집행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같은 날 우리는 의회에서 여성 대상 폭력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재승인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금이 외곽 지역을 비롯한 소외된 지역사회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서비스에 지원되는 한편, 코로나 대응에 사용되게 되어 기쁩니다."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성폭력 위기 센터 및 성폭력 

프로그램은 핫라인 운영, 안전 계획, 쉼터, 의료 지원, 코로나 검사 및 백신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쉼없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정폭력 증가라는 우려 

속에서 저는 이런 필수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국 구제법 통과를 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뉴욕주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연방 자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Jerrold Nadl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자금 지원이 뉴욕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연간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을 지원하며,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에게 

자원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히 400만 달러가 뉴욕시로 지원되거 

기쁩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주지사와 함께 계속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Adriano Espailla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은 제 지역구 전역은 물론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프로그램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가 힘써온 연방 기금을 할당한다는 Hochul 

주지사의 오늘 발표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팬데믹의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피해자, 생존자,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최근 서비스 수요 증가와 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19 예방 노력 확대, 의료 지원 등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예산 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Mondaire Jon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의회에서 지지했던 

가족 폭력 예방 서비스법과 미국 구제법에 따른 2,400만 달러의 연방 자금 지원을 통해,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여성 대상 폭력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이러한 추세가 악화되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및 백신 

제공에서 소외 지역 피해자에 대한 필수 서비스 확대 등에 이르기까지, 이번 자금 지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번 사태 종식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도 지역: 2,354,675 달러  

• 센트럴 뉴욕: 1,828,638 달러  

• 핑거 레이크스: 2,410,368 달러  

• 롱아일랜드: 2,321,091 달러  

• 미드 허드슨: 2,859,754 달러  

• 모호크 밸리: 1,368,411 달러  

• 노스 컨트리: 1,283,045 달러  

• 뉴욕시: 4,492,056 달러  

• 서던 티어: 1,337,656.00 달러  

• 웨스턴 뉴욕: 2,828,350 달러  

• 복수 지역*: 821,700 달러  

*서비스 제공업자 한 곳이 성폭력 위기 센터와 성폭력 지원 자금을 모두 지원받으며, 

3곳의 경제 지구에서 11개 카운티를 담당합니다.  

  

팬데믹 2년차에 접어들면서, 가정폭력 서비스 제공자는 지원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학대의 심각성 역시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이번 

팬데믹으로 뉴욕주 전역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전례없는 수준의 운영 비용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이러한 연방 자금은 노동 안정성 확보를 

지원하고 피해자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성폭력 프로그램 및 성폭력 위기 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은 공중 보건 위기 상황으로 인한 

피해자 수요에 대응하며, 지방 지역사회에서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화상/원격 서비스 전환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및 전염 방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금 지원은 또한 인력 안정성 확보 및 확대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Kelli Owens 뉴욕주 가정폭력 방지국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립감, 공포,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프로그램은 피해자들의 코로나 관련 수요 해결을 위해 

추가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트라우마를 반영하고 문화를 고려한 

방식으로 피해자 중심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Hochul 행정부의 

이니셔티브와 궤를 같이 합니다.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Elizabeth Cronin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OVS)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안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OVS에서 우리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원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신 Hochul 주지사와 관련 기관의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Connie Neal 뉴욕주 가정폭력 방지 연합(New York State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경험 역시 

복잡해졌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양질의 생활을 회복하며 주 전역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OCFS에 감사드립니다."  

  

Joanne Zannoni 성폭행 방지 뉴욕주 연합의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성폭행 생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원을 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OCFS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수요는 프로그램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추가 자원 지원을 통해 우리는 성폭력 및 학대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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