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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 생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S.6363-A/A.8102-A)에 따라 소지가 위험하다는 판사 판단에 따라 보호 명령 

대상자의 화기 압류 가능  

  

법안(S.6443-B/A.8105-B)에 따라 형사 또는 가정 법원 판사는 보호 명령 판결 시 피고의 

화기 소유 여부 질문 가능  

  

법안(A.7748-A/S.3855-A)에 따라 성폭력 생존자는 선거 위원회에 유권자 등록 관련 

개인정보 미공개 신청 가능  

  

법안(S.7157-A/A.6207-B)에 따라 가정폭력 생존자는 별도 요금 없이 유틸리티 공동 계약 

철회 가능  

  

법안(S.7263-A/A.2519-A)에 따라 보험사는 가정폭력 생존자에게 청구 및 수당 정보를 

발송할 추가 연락처를 요청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학대 가해자로부터 화기를 압수하고 생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가정폭력 및 젠더 관련 피해 생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생존자, 지지자, 법안 발의자 등이 함께 

동석한 가운데 이스트 할렘에 위치한 비영리 생존자 지원단체인 유니언 세틀먼트(Union 

Settlement)에서 다섯 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행정부는 가정폭력 근절과 생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가족의 여성들이 대대로 평생에 걸쳐 노력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정보 기밀성을 강화하고 뉴욕 주민들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며 이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매년 10월 가정폭력 인식의 달(Domestic Violence Awareness Month)을 맞아 서명한 

이번 법안은 학대 가해자의 총기 사용을 줄이고 생존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Hochul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opdv.ny.gov%2Foctober-domestic-violence-awareness-month&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f29ad36db3d4c8a236408dab11d49a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1703660223783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1ETsCN8DpnCBZ%2BgeEkQIbZy9t62trbeS5zTZc%2FxExxU%3D&reserved=0


주지사의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가해자의 총기 사용은 뉴욕주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관련 

살인의 약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elli Owens 가정폭력 방지국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법안은 모든 생존자의 

안전을 개선합니다.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안전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총기안전, 개인정보권, 재정적 학대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선택지와 지원, 보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생존자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Hochul 주지사와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Elizabeth Cronin 피해자 지원국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전문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와 생존자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종합 법안 패키지는 가해자의 화기 접근을 막아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통해 예방에 집중합니다. 생존자와 범죄 

피해자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법안 S.6363-A/A.8102에 따라 법원은 학대 가해자가 보호 명령에 따라 법원이 화기, 

라이플, 샷건 등을 포기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에 불복할 경우 압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보호 명령 대상이며 화기로 이미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는 개인이 

만약 포기 명령을 거부할 경우, 화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법안 S.6443-B/A.8105-B에 따라, 형사 및 가정 법원 판사는 보호 명령 대상자가 화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질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에서 이러한 사람에 대해 화기 소지 명령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판사는 관련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Shelley Mayer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법 체계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학대 가해자들이 총기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Clark 

하원의원과 발의한 법안 S.6363A/A.8102 및 S.6443B/A.A8015B는 특히 가정폭력 

상황에서 총기 폭력에 노출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법아네 

서명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Sarah Clar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맞아 오늘 두 

개의 중요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법원이 보호 명령을 내리는 시점에 

총기에 대한 법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사법 

당국 또는 법원이 개입한 직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며, 총기가 

있다면 상해를 입을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복이나 추가 학대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폭력 및 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생존자의 안전 보호와 생존 확보는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가족을 지원해 희망을 준 Hochul 주지사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법안 S.3855/A.7748-A에 따라, 성폭력 생존자는 뉴욕주 선거위원회(Board of 

Elections)에 유권자 등록 정보를 일반 열람이 불가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이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확대합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생존자만이 정보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Tim Kenned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폭력 생존자들을 추가 

피해와 보복으로 부터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권자 정보 보호 대상인 

생존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선거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생존자들의 안전과 건강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Fred Thiel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 전, 뉴욕주는 선거 기록을 요청에 

따라 미공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제 법안은 이러한 보호 조치 대상에 성폭력 피해자를 추가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합니다. 너무 많은 뉴욕 주민이 성폭력으로 인한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는 가운데, 생존자들의 위치 정보 

등이 포함된 유권자 기록을 미공개 처리하여 피해자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들은 선거라는 헌정적 권리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법안 S.7157-A/A.6207-B에 따라, 기존 유틸리티, 무선인터넷, 케이블, 위성, 전화 서비스 

기업 등은 계약을 공유하는 개인 및 가정폭력 생존자가 별도 비용, 벌금, 수수료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안은 기업이 공동 계약을 철회하려는 생존자의 

의지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을 금지하여 기존 법을 확대합니다.  

  

Kevin Parker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는 신체적인 것뿐이 

아닙니다. 많은 것은 경제적인 학대이기도 합니다. 제 법안은 생존자들이 유틸리티 

계약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경제적 피해를 완화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학대 

가해자들이 종종 무기처럼 사용하곤 합니다. 생존자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강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번 법안은 중요한 조치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Linda B. Rosentha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가정폭력(DV) 사건이 크게 증가해 이미 너무 높은 수준이었던 DV 피해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수법 역시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공유 케이블, 전화, 유틸리티 계약 등 피해자들을 괴롭힐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가정폭력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반드시 학대 가해자와 계약을 공유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맞아 Hochul 주지사가 제 법안에 서명하여 

생존자들이 공유 계약을 쉽게 철회할 수 있게 된 것이 매우 기쁩니다."  

  

법안 S.7263-A/A.2519-A에 따라, 의료보험사와 보험유지단체는 가정폭력 생존자에게 

추가 연락처를 제공하여 이들이 학대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 및 



혜택을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존자들은 보험 청구서 또는 각종 

신청서가 가입자 주소로 발송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고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사에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John Liu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생존자들은 개인정보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때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인 이번 법안은 가정폭력 생존자가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학대 

가해자로부터 개인정보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생존자의 안전 보장을 

강화합니다. 가정폭력 생존자 보호를 강화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의회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Steven Cymbrowit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A.2519)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들은 청구 내용 및 금액 등의 

정보가 학대자에게 넘어가 위치 정보 등이 알려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고 의료 및 

정신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받는다면 학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더욱 쉽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패키지는 뉴욕주 전역에서 젠더 기반 및 가정폭력을 해결하려는 Hochul 

주지사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주지사는 올해 봄 인권법(Human Rights Law) 

보장 대상을 가정폭력 생존자로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하여, 주거 및 공공 주거 등을 

신청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했고, 이를 통해 신고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과거 이들은 인권법의 고용 조항에 따라 보호 계층으로만 

다루어졌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가정폭력방지국에 행정명령을 내려 가정 폭력, 젠더 기반 폭력, 직장 

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정부 절차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달 초, OPDV는 가정폭력이나 친밀한 상대로 인해 폭력이 발생한 

경우, 직장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정부 기관에 

요구하는 사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뉴욕 주민, 특히 여성이 가정폭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1년 뉴욕주에서 

195,000건 이상의 가정폭력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이는 2020년에 비해 18%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가정폭력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공중보건 위기 시작 

시점과 비교해 뉴욕주 핫라인으로 전화하는 전화가 거의 34% 증가했습니다.  

   

가정 폭력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OPDV는 올해 여름 뉴욕 주민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많은 뉴욕 주민이 가정 폭력 및 젠더 폭력에 

대한 이해에 자신감을 보이고 생존자를 알고 있다고 한 반면, 학대하는 파트너의 결정 

보다 약물, 술, 절제 부족, 분노 장애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OPD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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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DV는 지역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서비스가 생존자 중심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화를 고려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뉴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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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www.ovs.ny.gov/connec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지원국은 주 전역에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200개 이상에 

테라피, 지원 그룹, 사례 관리, 민사 법무 지원, 법원 이송, 이동 등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 범죄 생존자, 그 가족을 직접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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