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7월 2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가정폭력방지국과 함께 방지국 창립 30주년 기념 번호판 디자인 공모 

발표  

  

뉴욕주의 가정폭력 대응 30주년을 기념하는 번호판 행사  

  

뉴욕 주민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서비스를 더욱 피해자 중심, 트라우마 관리, 다양한 문화 

반영 등의 방식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뉴욕주의 헌신을 담은 세 가지 번호판 중 하나에 

투표  

  

우승 디자인은 10월 전국 가정폭력 인식의 달에 발표 예정  

  

번호판 디자인 투표는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OPDV)은 뉴욕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와 함께 

오늘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커스텀 주정부 번호판 투표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OPDV 30주년을 맞이하여 선정된 세 개의 디자인은 생존자의 강함, 

회복력과 함께 이들을 지지하겠다는 뉴욕주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화를 추진하는 시기인 2022년 10월 가정폭력 인식의 

달(Domestic Violence Awareness Month)을 기념해 우승 번호판이 발표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폭력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가정폭력이 포함됩니다. 생존자들은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OPDV 기념일을 맞아 우리가 이룬 진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끔찍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 행정부는 지치지 않고 폭력 피해자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 주민들께 기념할 만할 번호판에 투표하여 지지의 마음을 표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뉴욕주 가정폭력방지국은 전국 유일의 각료 수준의 젠더 기반 폭력 문제 

전담 기관으로 활약해 왔습니다. 기관의 사명은 정책, 프로그램, 공공 인식 등 모든 뉴욕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하며 뉴욕주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대응 및 

방지 노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opdv.ny.gov%2Fnew-york-state-end-domestic-violence-license-plate-redesign-contest&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296342369c37417968a908da6bf3c35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099194220789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2cPr1Q55PDEotH3NiMZBn7FgrXLVi3SffnKQf4o9ko%3D&reserved=0


  

Kelli Owens 가정폭력방지국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생존자의 

수요는 지난 30년 동안 크게 증가해왔지만 서비스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OPDV의 30주년 기념을 맞아 Hochul 주지사는 OPDV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서비스를 생존자 중심, 트라우마 고려, 문화적 특성 반영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가정폭력 근절(End Domestic Violence)" 번호판 디자인은 

뉴욕 주민의 지지를 보여주며 뉴욕에서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Mark J.F. Schroeder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에게 새로운 번호판을 선보여 가정폭력 

근절이라는 우리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생존자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수 있어 기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정폭력 인식 이니셔티브를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월 선정된 번호판은 DMV 웹사이트 또는 지역 DMV 사무소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판매로 발생한 수익은 프로그램 및 공공 인식 제고를 통해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려는 OPDV의 지속적인 노력 지원에 사용됩니다. 올해 OPDV 번호판 디자인 

투표는 여기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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