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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3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기술기술기술기술 업그레이드를업그레이드를업그레이드를업그레이드를 위해위해위해위해 범죄범죄범죄범죄 피해자피해자피해자피해자 지원지원지원지원 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 15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연방연방연방연방 보조금을보조금을보조금을보조금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장비로장비로장비로장비로 뉴욕주와뉴욕주와뉴욕주와뉴욕주와 피해피해피해피해 보상보상보상보상 소송소송소송소송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개선하고개선하고개선하고개선하고 소송소송소송소송 접수를접수를접수를접수를 신속히신속히신속히신속히 처리할처리할처리할처리할 수수수수 
있게있게있게있게 되다되다되다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100여곳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현대화하는 일에 150만 달러의 추가 연방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주 피해자 서비스 포털(Victim Service Portal)를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및 기술 구입 비용에 사용될 것입니다. 피해자 

서비스 포털은 범죄 피해자들이 의료비, 상실임금, 기타 형태의 지원에 대한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 기금으로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도움이 필요할 경우 그들에게 제공된 자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일을 

하는 기관에게 이러한 추가 도구를 제공하게 되어 뉴욕을 보다 단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서비스국(The Office of Victim Services)은 175개 비영리기관, 병원 및 단속기관에 

4,380만여 달러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들 기관들은 뉴욕주 전역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된 225개 프로그램을 지원니다. 피해자서비스국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기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 마감기한 동안 요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프로그램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피해자 서비스 포털을 통해 신속히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스캐너, 컴퓨터 및 프린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비 구입에 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직원들에게 언제 그리고 어디서든 피해자와 만날 때마다 직원들이 피해 

보상 요구를 접수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나 태블릿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보조금을 수령할 서비스 제공업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보조금을 한 회 이상 

받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서비스국의피해자서비스국의피해자서비스국의피해자서비스국의 Elizabeth Cronin 국장은국장은국장은국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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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떨어져 있는 사무국으로 직접 찾아오기보다는 사무국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활동을 옥죄고 있던 족쇄를 

풀어줄 것입니다. 대개 이런 일은 지원을 받고자 하거나 혼자 견뎌내려 하는 정신적 

외상을 겪은 피해자들 간에 큰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서비스국은 2015년 4월에 피해자 서비스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제공업체들이 이 포털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은 많은 

기관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십분 활용하는 데 더 많은 장비와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연방 피해자서비스국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액수가 증가하면서 이 

보조금을 장비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털의 활성화 이전에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들의 변호인들이 서류로 의료비, 이사비 

또는 장례비, 또는 상실임금과 같은 보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검토를 위해 이 소송장을 

기관에게 메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런 절차는 평균 약 95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른 

프로세싱 개선사항과 결합된 이 온라인 시스템은 평균 프로세싱을 시간을 거의 2주간 

단축시켰습니다. 이때문에 일부 소송의 경우 승인이 이뤄질 때까지 15일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포털이 개시되고 10개월 후, 이 사무국은 약 8,100건의 온라인 클레임을 처리했는데, 

이는 제출된 약 16,300건의 클레임 중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사무국은 기술 

업그레이드에 이처럼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소송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harles B. Rang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범죄 발생 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보조금 및 기술 개선사항을 늘려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전직 

검사로써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못 받을까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인 Upper Manhattan과 Bronx를 포함해 뉴욕주 

커뮤니티에 연방 자금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정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Eliot Eng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된 분들에게 범죄를 당했던 

경험은 끔찍하고 대단히 충격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주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적절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피해자 서비스 현대화를 위해 장비 및 기술 구입에 할당해주신 이 연방 

기금은 피해자서비스국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힘써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Nita M. Low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임대료 납부, 유틸리티 

비용 납부, 식비를 부담하는 데 꼭 필요한 피해보상 소송을 해결하는 데 수 개월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21세기 혁신을 활용하게 된다면 클레임을 접수 및 처리를 

보다 쉽게 하여 뉴욕주민들에게 더 큰 마음의 평안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방 

투자로 Westchester 및 Rockland 내 현지 기관이 범죄 피해자 보상을 위한 활동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 간부 위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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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Hudson Valley에서 근면하게 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José E. Serrano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연방 보조금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보다 잘 사용되도록 하고 매우 절실했던 신기술 장비 

구매 자금을 제공하여 클레임을 보다 빨리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게 되어 기관들은 중기적 및 장기적 관점에서 돈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Bronx의 여러 기관들이 이 이니셔티브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특별히 기쁘며 이 보조금이 우리 커뮤니티에 끼치게 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합니다.” 

 

Carolyn B. Malon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말했습니말했습니말했습니다다다다,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뉴욕주민들이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뉴욕주와 제 지역구에서 펼쳐질 프로그램에 150만 달러가 제공된다는 점에 감사 

드립니다. 새로운 피해자서비스포털은 아주 훌륭한 자산이었습니다. Cuomo 주지사 

덕분에 이제 피해자서비스국 직원들은 모든 가용 자원을 십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regory W. Meeks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하나의 사회로써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이들을 한데 모으고 다시 좀 더 큰 하나의 완전체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뉴욕이 이러한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뉴욕주에서 

범죄피해자지원 프로그램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 지역구인 Jamaica Service 

Program for Older Adults에게 이 추가 보조금 지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Cuomo 

주지사, 175개 비영리기관, 병원, 단속기관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범죄를 줄이고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이들과 함께 협조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Joe Crowl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된 후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지원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방 달러가 쓰여질 기술 

업그레이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들 기관들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들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뢰인의 필요에 

보다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힘써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Steve Isra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뉴욕주민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추가 연방 보조금은 

Queens, Nassau, Suffolk 카운티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지원하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Brian Higgins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언제 누구라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rie & Niagara 카운티에 64,665달러 지원을 포함해 이 연방 보조금이 범죄 

피해자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서적 경제적으로회복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장비 

구입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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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vette D. Clarke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홀가분하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근 15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 

할당으로 뉴욕주 피해자서비스국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사려 깊고 보호하며 시기 

적절한 방식으로 의로인들의 필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액수를 늘렸습니다. 이 밖에도, 이처럼 도움의 손길이 매우 필요한 시간에 중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기관들은 Brooklyn과 뉴욕시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줄 것입니다. 제 지역구 

그리고 범죄 피해를 입어서 자신과 가족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정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Paul Tonko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난폭한 범죄에서 빨리 극복한 사람은 일상 

생활도 더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서비스사무국은 이처럼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들께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Cuomo 주지사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곳 Capital Region에서 필요한 사항을 알아봐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이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주지사와 협조하고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덜 필요해지도록 이에 필요한 도구를 우리 단속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Richard Hanna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기술 시스템이 범죄 피해자들을 보다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일에 이 보조금이 사용되게 되어 기쁩니다 . 우리는 

시스템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끔찍한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의료비 또는 

상실임금 지급 처리 지연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클레임을 꼼꼼히 살피고 빨리 처리하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선하면 이 문제를 가급적 빨리 처리하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업체와 범죄 피해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입니다.” 

 

Sean Patrick Malon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Hudson Valley 피해자 서비스 

기관은 매일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최일선에 있습니다. 이 연방 투자는 

이들이 우리 커뮤니티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가 기술을 받게 해줄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범죄로 발생한 의료 보조비, 상실임금 또는 기타 지원금을 

받는 데 여러 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Cuomo 주지사, 

주정부기관 및 지방기관과 협력한다면 이 중요한 보조금은 대기 시간을 줄이고 무고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Kathleen Rice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Long Island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 

연방 지원금을 사용하여 우리 커뮤니티 내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어떤 범죄이든 그 피해자들이 걱정하게 해두어서는 안 될 

사항이 필요한 지원과 보상을 받는 데 걸리는장기간의 대기 시간 또는 지나치게 복잡한 

관료절차입니다. 이 보조금은 이러한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빨리 직장으로 

복귀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상 받게끔 뉴욕 피해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21세기에 맞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Korean 

 

Lee Zeldin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연방 보조금으로 Long Island 그룹은 범죄 

피해자들을 최고의 상태로 지원할 사무소 기술을 현대화할 수 있는 자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Long Island 주민들의 안전은 항상 최우선 사항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커뮤니티 내 피해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Dan Donovan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12년간 지방검사로 활동하고 현재 

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 철학은 정부란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보상하는 데 언제나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이 저를 Staten Island에 

Family Justice Center for를 세우게 하였고, 의정 활동도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피해자서비스국피해자서비스국피해자서비스국피해자서비스국 소개소개소개소개 

 

범죄피해지원국은 자신의 잘못 없이 범죄 피해를 입고 다른 지원 수단을 받지 못한 개인 

및/또는 그 가족들을 위해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납세자들이 의지할 마지막 

대상입니다. 의료보험과 산재보상과 같은 다른 모든 지원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기관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범죄와 연관된 손실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014-15년에, 

피해자서비스국은 2,390만 달러의 보상금을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상 및 본 기관의 일상 운영 비용을 위한 자금은 특정 위반자가 뉴욕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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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또한 그러한 벌금 및 수수료는 뉴욕주 전역을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4,380만 달러를 거의 전부 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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