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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지적 및 발달 장애 가정 폭력 자문 위원회 발족 발표  

  

가정폭력방지국은 발달 장애 계획 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적 및 발달 장애 자문 위원회 

발족  

  

지적 및 발달 장애 자문 위원회는 가정 폭력 생존자인 IDD를 대상으로 가정 폭력 서비스 

접근성 확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지적 및 발달 장애 자문 위원회(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visory Council) 발족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 

폭력 생존자인 지적 및 발달 장애인(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IDD)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 서비스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 폭력 및 지적 발달 장애 시스템 

역량을 강화합니다. 자문 위원회를 통해 뉴욕주 가정폭력방지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OPDV)과 뉴욕주 발달장애 계획 위원회(New 

York State Developmental Disabilities Planning Council, NYS DDPC)는 함께 지적 및 

발달 장애인 서비스 제공자 및 가정 폭력 서비스 제공자 훈련 스킬을 계발 및 시행할 

것입니다. 자문 위원회는 프로젝트 개발, 훈련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피트백 제공, 접근성 

증대를 위한 권고 및 조언, 훈련 실시 파일럿 참여 등에 전문성과 지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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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지적 및 발달 장애인 등 취약한 커뮤니티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비극적이게도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폭력 및 젠더 폭력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자금 지원은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Kelli Owens 뉴욕주 가정폭력방지국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OPDV는 젠더 폭력 대응 서비스 

시스템을 생존자 중심, 트라우마 반영, 문화 요소 반영 등의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를 인지하고 있는 주지사를 도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OPDV는 지적 및 발달 장애에 특화된 컨설팅 기관과 협력하여 학대에 노출된 IDD를 

확인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종합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트레이닝을 통해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DV) 및 IDD 서비스 제공 직원은 DV를 

받고 있는 IDD 문제에 대응하는 기술을 얻을 수 있고 생존자들에게 적합한 자원과 

지원을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Kerri E. Neifeld 뉴욕주 발달장애국(New York Stat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 여성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가정폭력을 당할 위험이 세 배나 높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정폭력이나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에 시달리는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여 이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뉴욕 줌니의 

안전과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지적 및 발달 장애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 OPDV, NYS DDPC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OPWDD는 연관 주정부 

기관과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Vicky Hiffa 뉴욕주 발달 장애 계획 위원회 사무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 계획 위원회는 가정폭력방지국과 함께 IDD 및 DV 서비스 

제공기관에 발달 장애인의 가정 폭력 피해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과 적절한 정보 및 

자원을 활용해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자문 위원회 구성원을 선정하여 프로젝트 얼개를 잡아주신 OPDV에 

박수를 보내며, 자문 위원회가 프로젝트 성과를 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Nancy Nowak - 디서빌리티 라이츠 뉴욕(Disability Rights NY), 지적 및 

발달 장애인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선임 사무관  

• Vanessa E. Eybers - 캠프 벤처(Camp Venture), 취업 서비스 국장  

• Janna Kopacki - 서던 애디론댁 인디펜던트 리빙 센터(Southern 

Adirondack Independent Living Center), 수당 국장  

• Michelle Cook - 세인트 레지스 모혹 트라이브(St. Regis Mohawk Tribe), 

트라이브 돌봄 관리 슈퍼바이저  

• Imani Whitfield - 올버니 카운티 DA(Albany County DA), 범죄 피해자 

사무관  

• Alexa Donnelly - 퍼슨 센터드 케어 서비시스(Person Centered Care 

Services), 부국장  

• Anastasia Holoboff - 우먼 인애이블드 인터내셔널(Women Enabled 

International), 선임 법률 자문  

• Laura Holland - 올 어빌리티 웰니스(All Ability Wellness), 대표  

• Mona Kelly - 마이티빌 공립학교(Amityville Public Schools), 준전문가  



• Andrew Richardson - 헤리티지 크리스천 서비시스(Heritage Christian 

Services), 직접 지원 전문가  

• Susan Ruff - 서던 티어 인디펜던스 센터(Southern Tier Independence 

Center), 지원 국장  

• Tiffany Pavone - 커뮤니티 서비시스 포 에브리원(Community Services for 

Every1), 프로젝트 국장  

  

뉴욕주 가정폭력방지국은 가정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미국 유일의 행정기관입니다. 

뉴욕주 가정폭력 및 성폭력 핫라인(Domestic and Sexual Violence Hotline)은 무료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대부분의 외국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8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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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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