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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범죄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증대했다고 발표  

  

생존자, 이제 범죄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필수 개인 재산을 대체할 수 있는 최대 
2,500달러 기금 수여 가능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20년 이상 시행된 500달러의 이전 상한선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사건 중 중요한 개인 재산이 도난, 손상 또는 파괴된 범죄 

피해자와 생존자는 이제 그들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물품을 

교체하기 위해 최대 2,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이전에 주 

법은 상환율을 500달러로 제한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상승에 보조를 맞추지 못한 

금액입니다. 이 재정적 지원은 범죄로 인한 비용을 지불할 다른 자원이 없는 피해자와 

생존자들에게 중요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피해자 서비스국(Office of Victim Services)에 

의해 관리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 중 분실되거나 손상된 물품을 교체하는 

비용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여전히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는 데 불필요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자와 생존자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피해자 서비스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의 Elizabeth Croni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종종 단 몇 분 만에 전 생애가 뒤집히고, 그 경험의 

영향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확장하고 필요한 분실된 

항목을 대체하는 것은 생존자들이 치유에 집중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게 

됩니다. 생존자들을 변함없이 지원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합니다."  

  

증가된 상한선은 2022년 10월 6일 이후에 피해자 서비스국에 접수된 모든 청구에 

적용됩니다. 2022년 10월 12일 발효된 주 규정에는 청구 자격이 있는 개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즉, 신발, 양복 및 겉옷과 같은 의류; 침구; 모바일 장치 

또는 컴퓨터; 타이어, 어린이용 카시트, 오토바이 헬멧 등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물품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필수 개인 재산 청구는 안경, 보청기 및 기타 



의료 기기를 포함하여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필요한 물품의 교체 또는 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인은 2,500달러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뉴욕주는  범죄의 정서적 영향이 그만큼 해로울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 부상을 입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보상이나 보상 자격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범죄의 피해자와 생존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가족이 

피해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수 개인 재산의 교체 또는 수리 외에도 피해자 서비스국은 의료 및 상담 비용, 장례 및 

매장 비용, 이전, 보안 시스템 및 범죄 현장 정리 비용, 손실된 임금 및 지원 등에 대해 

적격자에게 보상 및 변상해 줍니다. 이 지원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자금 지원은 주 및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 개인에 의해 지불되는 벌금, 

수수료 및 추가 요금에서 조달됩니다.  

 

피해자 서비국은 희생자 및 희생자 가족에게 위기 상담, 옹호, 비상 대피소, 민사 법률 

지원 및 재배정 지원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200개 이상의 희생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부서는 또한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의료 및 상담 비용, 장례 

및 매장 비용, 임금 및 지원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과 환급을 다른 원조 활동에 더하여, 

제공합니다. 서비스국을 트위터(Twitter) 및 페이스북(Facebook)에서 팔로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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