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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탑스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격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버펄로 지역사회에 자원 제공 발표  

  

피해자 추가 지원을 위해 뉴욕주 피해자 지원청은 280만 달러의 자금 집행  

  

피해자 지원청 직원이 이번 주 버펄로로 파견되어 피해자 및 가족이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자금 수령 관련 사항 전달  

  

버펄로 슈퍼마켓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무료 제공하여 총격 사건 

발생지가 폐쇄되어 있는 동안 "식품 사막" 문제 해결  

  

NY 프로젝트 호프 전화 844-863-9314번에서 위기 상담 가능  

  

전국 행동 네트워크가 끔찍한 혐오 총격 사건의 피해자 10명 모두에게 장례 비용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탑스 슈퍼마켓(Tops Supermarket)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격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정부 투자, 지역 식료품점 이동 서비스, 피해자 장례 

비용 지원 등 자원을 버펄로 지역사회에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4시간은 뉴욕 주민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행정부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테러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ㄹ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뉴욕 주민으로서 함께 연대하여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을 극복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고향인 버펄로는 좋은 이웃들의 도시이며, 뉴욕주들은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연방 및 주정부 자금 280만 달러를 총격 사건의 피해자 지원 및 추가 

서비스 제공에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서비스청(Office of Victim Services, 

OVS)은 뉴욕주 사법정의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및 뉴욕주 

지역사회 폭력 개입법(Community Violence Intervention Act)의 자금을 집행합니다. 

지역사회 폭력 개입법은 총기 폭력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주 연방 범죄 피해자 법의 기금 일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OVS 직원이 버펄로로 파견되어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폭력 사건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OVS 직원들은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기밀 유지를 위해 

피해자 및 가족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활약할 것입니다. 서비스청은 장례 비용, 

의료 및 상담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필수적인 안전망이 되어 주는 한편, 피해자 및 가족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에서 누락된 경우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자 서비스 사무실은 최대 6천 달러의 장례 비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국 행동 

네트워크(National Action Network)는 총격 사고 피해 가족에게 추가 장례 비용 제공을 

약속했고, 뉴욕주는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차량 공유 업체인 리프트(Lyft), 우버(Uber)와 파트너십을 맺어 

지역 식료품점으로의 이동을 지원합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식품 사막"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위치하며, 많은 버펄로 주민들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한 

유일한 슈퍼마켓입니다. 우편번호 14208 및 14209 지역에 있는 승객들은 지역 식료품점 

두 곳으로, 또는 이곳에서 이동할 때 최대 20달러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탑스 

프렌들리 마켓(Tops Friendly Markets) (425 Niagara Street, Buffalo) 및 프라이드 

라이트(Price Rite)(250 Elmwood Avenue, Buffalo). 리프트 승객들은 리프트 앱에서 

'BuffaloLyftUp' 코드를 사용하여 무료 탑승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우버는 곧 코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OVS 자금 지원을 받는 다음의 프로그램은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 및 가족을 돕는 한편, 

위기 상담, 지원 그룹, 법무,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모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www.ovs.ny.gov/connec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리 카운티 메디컬 센터(Erie County Medical Center): 버펄로 라이징 

어게인스트 바이올런스 앳 ECMC(BRAVE (Buffalo Rising Against Violence at 

ECMC) 및 SNUG  

• 이리 카운티 지방검사실(Erie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 센터 포 엘더 로 앤 저스티스(Center for Elder Law & Justice Inc.)  

• 커뮤니티 서비스 포 에브리원(Community Services for Every1)  

• 이리 카운티 보호관찰부(Erie County Probation Department)  

• 인터네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버펄로(International Institute of Buffalo, Inc.)  

• 네이버후드 리걸 서비스(Neighborhood Legal Services Inc)  

• 노스웨스트 버펄로 커뮤니티 센터(Northwest Buffalo Community Center, Inc.)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ovs.ny.gov%2Fconnect&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293949d094c84fdd13e308da36b7b2d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245985153659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ZAfx1w2p%2Bz9NgJoqRcP3f103JV7NNz3b5YdffYfN8gE%3D&reserved=0


OVS는 2021년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1,800만 달러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의료비 상환이나 상담에 제한이 없는 유일한 주입니다. 

이는 개인이 필요한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 피해자 보상 

기금은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 개인이 지불하는 벌금, 수수료 및 

추가 요금으로 충당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슬픔을 겪는 모든 뉴욕주 주민들에게 정신 건강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뉴욕 프로젝트 호프 전화(NY Project 

Hope Line) 844-863-9314번으로 전화를 걸어 연중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위기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뉴욕 프로젝트 호프 전화는 무료로 운영되며, 정신 

건강 지원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 정신보건청(Office of Mental Health)과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도 이번 비극적인 사건의 피해자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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