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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기술 접근을 통한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150만 

달러 발표  

  

주정부 라이선스 서비스 제공업체는 연방 자금을 사용하여 분리 증가에 직면한 피해자와 

연결  

  

주정부 코로나19 가정 폭력 태스크포스, 코로나19 급증 중 모바일 및 원격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확인  

  

뉴욕주에서는 피해자와 생존자들이 주택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안을 찾고 있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방 기금 150만 달러 이상이 모바일 장치 및 향상된 

Wi-Fi 액세스에 대한 주정부 라이선스 가정 폭력 서비스 제공업체에 제공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향상된 기술을 통해 프로그램과 피난처가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고립과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와 생존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정부의 코로나19 가정폭력 

태스크포스(COVID-19 Domestic Violence Task Force)는 주정부가 국가와 주가 

바이러스 급증을 겪는 지금 더욱 더 모바일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우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뉴욕은 주의 10개 지역에서 주택 네비게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안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s, RFP)을 발행하여 또 다른 태스크포스 권고를 제시했습니다. 

네비게이터들은 생존자와 협력하여 이들이 쉽터가 아닌 이용 가능한 자원 및 주택 

지원에 접근하고 지원 단체와 협력하여 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 주거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 및 연방 기금 250만 달러를 이용 가능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제안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마감 기한은 2021년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주지사 비서 Melissa DeRosa가 이끌고 주와 국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는 자세한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작년에 Cuomo 주지사는 이를 

전부 수용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미국의 가장 낮은 곳을 

밝혀냈으며 표면 아래의 추악함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 간접적인 결과 중 하나는 주 

전역의 가정 폭력 사건의 급증이었습니다. 모바일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가족을 

https://www.governor.ny.gov/news/secretary-governor-melissa-derosa-issues-report-governor-outlining-covid-19-domestic-violence
https://www.governor.ny.gov/news/secretary-governor-melissa-derosa-issues-report-governor-outlining-covid-19-domestic-violence
https://www.governor.ny.gov/news/secretary-governor-melissa-derosa-issues-report-governor-outlining-covid-19-domestic-violence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DVTF-Report-FINAL.pdf


 

 

신속하게 연결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원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멀리 떨어져가는 세계에서, 이러한 기술 개선은 특히 농촌 또는 

코로나바이러스를 통해 고립된 지역에서 뉴욕에 도달하고 모든 지역사회에서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관 겸 가정 폭력 태스크포스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팬데믹에서 가정 폭력 사건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갇혀있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자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하기 위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으며, 공급업체를 위한 이러한 추가 

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뉴요커가 중요한 가정 폭력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의 가정 폭력을 다루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러우며, 이는 어머니께서 희생자와 생존자를 위한 집을 

열며 헌신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모바일 지원은 팬데믹 기간과 이후로 피해자, 생존자 및 자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현대화하며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우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가정 

폭력 제공자를 허가하는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관리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은 뉴욕주 전역의 89개 비영리 단체에 1,529,000달러를 

기부하여 모바일 기술을 구입하고 업그레이드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교육구들이 

하이브리드 또는 완전 원격 학습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를 자주 수용하는 

가정 폭력 대피소에서 Wi-Fi 액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니셔티브에 

대한 연방 범죄 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자금 조달은 주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OVS)이 제공하였으며, 이는 여러 책임 중,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수에 따라 기금을 수여받는 제공업자의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솔루션은 가정 폭력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을 재구상하고 변화시켜 

대피소 기반이 아닌 생존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주정부의 다각적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정부는 가정 폭력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대화에 현지 이해 관계자(제공업체, 법 집행, 법원 등)를 참여시키기 위한 10개의 가정 

폭력 지역협의체(Domestic Violence Regional Council)를 만들었습니다. 지역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주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은 생존자 청취 투어(Survivor Listening Tour)를 조정하여 개인으로부터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개선 방법에 대해 직접 듣고 있습니다.  

  

아동 및 가족서비스관리국 커미셔너 Sheila J. Pool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 및 

가족서비스 관리국은 피해자 지원국의 파트너십과 재정 지원에 감사하며 원격으로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Mobile_Advocacy_Grantee_List.pdf


 

 

강력한 옹호 활동을 제공하는 가정 폭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러한 기금을 관리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가정 폭력 생존자와 자녀들의 

복지에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은 팬데믹과 그 이후 가정 폭력 생존자들에게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 프로그램에서 Wi-Fi 접속을 늘리면 원격으로 학습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이 용이해지고 가정 폭력 생존자들이 주택, 고용 및 기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안전과 보안을 찾을 수 있게됩니다."  

  

가정폭력방지국 전무이사 Kelli Owe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팬데믹이 

뉴욕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도 우리는 모든 생존자, 특히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 방법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중 생존자들이 집에서 더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모바일 지지 기금은 주 전역의 파트너들이 

팬데믹과 그 이후에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안전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 지원국의 Elizabeth Croni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바일 지원 기금을 

통해 뉴욕주는 피해자와 생존자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국은 자매 국가 기관과 협력하여 가정 폭력 피해자, 생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술 솔루션을 통해 이러한 중요한 작업을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팬데믹이 시작된 후 몇 달 동안 주의 가정 폭력 및 성폭행 직통 상담 

전화(Domestic and Sexual Assault Hotline)에 대한 지원이 급증한 후 DeRosa 비서에게 

코로나19 가정 폭력 태스크포스를 이끌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와 많은 개인이 

학대자와 함께 있는 동안 안전하게 전화를 걸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Cuomo 주지사는 

가정폭력방지국에 지시하여 문자 및 채팅 옵션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4월 24일부터 

시작해 11월 22일까지 서비스는 거의 1,300건의 문의를 처리했습니다. 한편, 주의 

핫라인에 대한 통화량은 작년 같은 시간 프레임에 비해 2020년 처음 10개월 동안 33% 

증가했습니다(7,756건 대 10,319건).  

  

주지사는 오랫동안 생존자를 옹호해 왔으며 가정 폭력과 성별 기반 폭력을 끝내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의 2021년 주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법원이 주택에 대한 손해, 이동 비용 및 가정 폭력과 관련된 기타 주택 비용을 

학대자에게 요구할 수있는 제안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이니셔티브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가정폭력방지국이 가정 및 성별 기반 폭력 근절청(Office to 

End Domestic and Gender-Based Violence)으로 재편되어, 포함하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피해자 중심의 종합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뉴욕주의 가정 및 성폭력 핫라인은 1-800-942-6906로 전화하거나 844-997-2121로 

문자를 보내거나 opdv.ny.gov로 채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별 가정폭력 

https://opdv.ny.gov/chat.html


 

 

핫라인 목록을 보려면뉴욕주 가정폭력 디렉터리(New York State Domestic Violence 

Directory)를 방문하십시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은 범죄의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200개가 넘는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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