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5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와 뉴욕주 여성 및 여아 협의회,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가정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폭력 위기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태스크 

포스 출범  

  

태스크 포스, 문제의 범위와 위협을 인식하여 생존자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과거 서비스가 제공되었던 방식을 넘어서 생각할 것  

  

권장 사항, 5월 28일 목요일까지 Cuomo 주지사에 제시될 것  

  

전체 가정 폭력 신고는 4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30% 증가했으며, 3월에는 주정부에 대한 

사건 전화가 작년보다 15% 증가함  

  

2020년 1분기 뉴욕시 이외의 대형 경찰서에서 보고한 친밀한 파트너 폭력 건수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 폭력이 급증함에 따라,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와 

뉴욕주 여성 및 여아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는 오늘 

이러한 위기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새로운 태스크 포스를 출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태스크 포스는 과거 서비스가 제공되었던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정 폭력 생존자를 돕는 해결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태스크 

포스는는 5월 28일 목요일까지 Andrew M. Cuomo 주지사에게 권고 사항을 제시할 

것이며, 주지사는 최종 정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뉴욕주 전역에서 

가정 폭력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얻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이미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습니다. Melissa DeRosa와 전체 태스크 포스가 제시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고 가정 폭력의 위험한 상승을 막기 위한 새로운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여성 및 여아 협의회 의장인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시대에 뉴욕은 가정 폭력 생존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뉴욕 전역에서 가정 폭력 사례가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다양한 태스크 

포스와 협력하여 가정 폭력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다룰 수 있도록 주지사를 위한 

권고안을 만들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스크 포스 의장직은 Melissa DeRosa가 맡게 됩니다. 회원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cott Berkowitz -, 강간, 학대와 근친상간 국가 네트워크(Rape, Abuse and 

Incest National Network, RAINN) 설립자 겸 의장  

• Alejandra Y. Castillo, Esq - 미국 YWCA CEO  

• Karma Cottman - 주식회사 우지마(Ujima, Inc) 상무 이사: 흑인 사회에서 

여성 폭력 국립 센터(National Center on Violence Against Women)  

• Nathaniel M. Fields - 도시 자원 연구소(Urban Resource Institute, URI) 

사장 겸 CEO  

• Ruth M. Glenn - 가정 폭력에 대한 국가 연합(National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NCADV) 회장 겸 CEO  

• Peg Hacskaylo - 안전한 주택을 위한 국가 동맹(National Alliance for Safe 

Housing,NASH) 설립자 겸 CEO  

• Jim Henderson - 폭행 피해자 여성 정의 프로젝트(Battered Women's 

Justice Project) 보호 관찰 및 가정 폭력 전문가  

• Grace Huang, JD - 성별 기반 폭력 관련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Asian 

Pacific Institute on Gender-Based Violence) 정책 이사  

• Tandra R. LaGrone - 인 아워 온 보이스(In Our Own Voices) 성소수자 

단체 상무 이사  

• Cindi Leive - USC-안넨버그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학교(USC-

Annenberg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s) 선임 연구원  

• Tonya Lovelace, MA, 매사추세츠 - 우먼즈 오브 컬러 유색 인종 여성 

네트워크 (Women of Color Network Inc, WOCN) CEO  

• David Mandel - 세이프&투게더 아동 가정 폭력 협회(Safe & Together 

Institute) 상무 이사  

• Karol V. Mason - John Jay 형사 사법 대학(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총장  

• Joan S. Meier - 조지 워싱턴대학교 법학 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법학 교수 겸 GW의 국립 가정 폭력 법률 

센터(National Family Violence Law Center) 이사  



 

 

• Connie Neal - 뉴욕주 가정 폭력 근절 연합(New York State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NYSCADV) 상무 이사  

• Ana L. Oliveira - 뉴욕 여성 재단(The New York Women's Foundation) 

대표 겸 CEO  

• Leslye Orloff - 미국 대학교 워싱턴 법학 대학(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의 국립 이민 여성 옹호 프로젝트(National 

Immigrant Women's Advocacy Project) 이사  

• Farzana Safiullah - 가정 폭력 국립 자원 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 

on Domestic Violence, NRCDV) CEO  

• Lynn Hecht Schafran, JD - 여성 법률 변호 및 교육 기금(Women's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법률 모멘텀(Legal Momentum)의 국립 

사법 교육 프로그램(National Judicial Education Program) 법률 이사 및 

이사  

• Lucy Rain Simpson - 국가 원주민 여성 자원 네트워크(National 

Indigenous Women's Resource Network, NIWRN) 상무 이사  

• Joe Torre - 세이프 앳 홈 재단(Safe at Home Foundation) 공동 창립자 겸 

회장이자 메이저 리그 야구 특별 고문(MLB)  

• Patricia Tototzintle - 건강한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한 전국 라틴@ 

네트워크(National Latin@ Network for Healthy Families and 

Communities) CEO  

• Deborah D. Tucker, MPA - 대통령, 국내 및 성폭력 국가 센터(National 

Center on Domestic & Sexual Violence, NCDSV) 회장  

• Deborah J. Vagins - 가정 폭력 종식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to End Domestic Violence, NNEDV) 회장 겸 CEO  

• Troy Vincent - 축구 운영(Football Operations), NFL 총괄 부사장이자 가정 

폭력 종식을 위한 국가 옹호자  

• Carole Warshaw, M.D. - 가정 폭력, 외상 및 정신 건강 국립 센터(National 

Center on Domestic Violence, Trauma & Mental Health) 이사  

• Joanne Zannoni - 성폭행에 대한 뉴욕주 연합(New York State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NYSCASA) 상무 이사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야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해 집에 고립된 상태에서 더 취약하고 

위험하며 주에서 가정폭력 사건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뉴욕주의 가정폭력 핫라인에 

대한 전화는 올 4월에 작년보다 30% 증가했으며, 2020년 2월에서 3월 사이 18% 

증가했습니다. 주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 전화가 3월에 작년보다 15%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형사 사법부 부서(NYS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동안 뉴욕시 이외의 대규모 경찰서에서 보고한 

친밀한 파트너 폭력 건수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주 록다운 행정 명령 NYS on PAUSE가 발효된 이후, OPDV와 많은 주 기관 

파트너는 공공시설 또는 세금/금융 소셜 미디어 계정 등 이러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장소에 안전 정보를 피해자 앞에 가까이 두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핫라인 번호가 있는 안전 전단지를 식료품점, 약국 및 

주택 수리점 등의 필수 소매업체에 게시하기 위한 주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주정부는 폭력 피해자를 돕고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구명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 폭력 핫라인과 새로운 텍스트 프로그램 및 기밀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은 1-800-942-6906번으로 전화하거나 

844-997-2121번으로 문자를 보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기밀 온라인 웹 사이트 

www.opdv.ny.gov에서 전문가와 채팅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및 온라인 서비스는 가정 

폭력 분야 전문가인 가정 폭력 방지국(OPDV) 직원이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대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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