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4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2,040만 달러의 

보조금에 대해 발표  

  

연방 정부 및 주정부 기금, 뉴욕주 전 지역에서 86 건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s)의 성장 지원  

  

전미 범죄 피해자 권리 주간(National Crime Victims' Rights Week)을 알리기 위한 

전국적인 운동에 동참한 뉴욕,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지사의 선언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86 개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들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개선하게 될 사례 관리자를 고용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약 2,040만 

달러를 수령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Victim Services, NYS OVS)이 관리하게 되는 이 기금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110 명의 

사례 관리자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 관리자들은 상담, 변호, 민법상의 지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범죄 피해자들이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필요한 자원을 범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뉴욕주 전 지역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들을 

위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모든 연령대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 과정을 도우며, 

모든 주민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안전한 뉴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연방 범죄 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과 주정부 형사 사법 개선 계정(Criminal 

Justice Improvement Account)을 통해 재정 지원된, 이 보조금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s)이 희생자와 또는 그 가족들을 위해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고용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상담, 위기 개입, 법률 지원 등을 비롯하여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는 피해자 개인과 지속적으로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rime_Victims_Rights_Week_2018.pdf


 

 

연락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지원을 탐색하고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자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이 재정 지원하는 223 개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은 모두 최대 4 명까지 사례 관리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수령한 86 개 프로그램은 지원 신청 시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총 61 개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 병원, 정부 기관들이 

보조금을 수령한 86 개의 다양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s)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들은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옵션으로 3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역별 보조금 수령 기관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들은 장기간 장애로 고통받아온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의 직업 재활 

부서(vocational rehabilitation unit)와 공조하고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례 관리자는 

주택과 이민 케이스 그리고 양육권, 양육비, 보호 명령 등이 관련된 가정 법원 케이스 

등과 같은 민사 문제에 대한 법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와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게 됩니다.  

  

피해자 지원국(OVS)은 본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피해를 입게 된 후 기타 지원 수단을 

갖지 못한 범죄 피해자와 또는 그 가족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 기관은 자격이 

되는 개인과 가족 구성원들에게 의료 및 상담 비용, 장례비와 매장비, 분실된 임금 및 

지원, 필수적인 개인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 추가로 기타 지원 등을 제공하여 

보상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발표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형사 사법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전미 범죄 피해자 권리 주간(National Crime Victims' Rights Week)을 알리기 

위한 전국적인 운동에 뉴욕이 합류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4월 

8일에서 14일까지의 일주일간을 전미 범죄 피해자 권리 주간(National Crime Victims' 

Rights Week)으로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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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전미 범죄 피해자 권리 주간(National Crime Victims' Rights Week)의 

주제는 -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피해자에게 관심을 기울입시다 - 입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피해자 지원 전문가들은 정신적 외상에 의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견디어 내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도우면서 매일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은 생존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자원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rant_Awards_by_Region.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rime_Victims_Rights_Week_2018.pdf


 

 

  

뉴욕주는 카운슬링이나 의료 비용 상한선이 없는 유일한 주입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이 필요에 따라 도움을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피해자 지원국(OVS)은 의료 보험 

또는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같은 기타 모든 자금원을 소진한 후에, 본 기관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범죄에 관련된 모든 자비 손해를 위해 결제할 수 있는 최후 수단 

결제자입니다.  

  

작년에 이 기관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약 2,13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했습니다. 이 기관은 또한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카운티 62 곳의 범죄 피해자들을 

도운 223 개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victims’ assistance programs)에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약 4,5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상 및 기관의 일상 운영 비용을 위한 자금은 특정 범법자가 뉴욕주 법원 

또는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 후 납부해야 하는 벌금, 의무 부가금, 범죄피해자 지원 

수수료 등에서 나옵니다. 이 벌금과 수수료를 통해 약 325,000 명의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매년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s)에 

제공되는 거의 모든 보조금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적격성 지침과 상담 및 위기 개입, 변호, 법률 구조 등과 같은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s)의 목록을 포함하여 이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ovs.ny.gov를 방문하거나 1-800-247-

8035 번으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ta M. Low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지역구를 포함하여 뉴욕 전 

지역의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중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강력한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투자는 연방 범죄 

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으로 기금을 마련한 연방 의회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s)을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주정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의 간부 회원으로서, 저는 이 기금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은 

점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회복과 치료에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에서 범죄 발생을 줄이는 

일뿐만 아니라 범죄 사건 후에 피해자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금은 긴급상황 대처자, 병원, 정부 기관들이 뉴욕시와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 

전체에서 보안, 상담, 의료 서비스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 세출 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의 회원으로서, 저는 이 기금이 이미 

우리 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http://www.ovs.ny.gov/


 

 

Jerrold Nadler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공약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새로운 기금은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과 자원, 그리고 특히 범죄의 여파로 인해 고통에 빠진 삶을 위해 선택권을 

제시해 주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례 관리자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주지사와 협력하여 계속 추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Grace Meng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금은 상담, 위기 개입, 법률 지원, 기타 

중요한 자원 등을 제공하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연방 보조금을 발표하면서 주지사님과 동참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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