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19 년 3 월 19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수감된 성적 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

위기 상담, 지원, 변호 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제 모든 주정부
교도소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 주정부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전화(Domestic and
Sexual Violence Hotline)

현재 미국에서 가장 종합적인 서비스를 수감자들에게 제공하는 뉴욕주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OVS)이 제공하는 250 만 달러의
기금으로 운영이 가능해진 상담 전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위기 상담과 더불어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피해자가
된 개인에 대한 지원, 추가 상담, 변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주정부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전화(Domestic and Sexual Violence Hotline)를 이제 뉴욕주 전체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행으로 뉴욕은 미국의 모든 주립
교도소 시스템 중에서 성폭력 생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주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가 운영하는 54 개 전체 시설에서 777 직통 전화로
매일 영어, 스페인어, 기타 언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수감자는 다른 뉴욕
주민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뉴욕주의 모든
교정시설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학대를
당해서 피해자가 된 모든 수감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바꾸어서 사회의 발전과
상호 신뢰가 가능한, 여성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계속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뉴욕주의 교도소 시스템은 미국에서 일곱 번째로 강간 위기 상담 전화를 주
전체의 교도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는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지역사회 기반의 강간
위기 및 성폭행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주입니다. 이러한 확대 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뉴욕주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안전 및 모든 여성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교도소 강간 근절법(Prison Rape Elimination Act, PREA)에 따라, 주정부는
수감된 성범죄 피해자에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주의 교도소 시스템은
미국에서 일곱 번째로 강간 위기 상담 전화를 주 전체의 교도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는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지역사회 기반의 강간 위기 및 성폭행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주입니다. 이 확대된 서비스는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OVS)이 관리하는 250 만
달러 이상의 연방 정부 및 주정부 기금이 집행된 결과 이루어진 서비스입니다.
직통 전화번호 777 로 거는 전화는 2010 년부터 운여한 주정부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전화(Domestic and Sexual Violence Hotline)를 운영해온 버펄로의 사회 봉사
단체인 위기 서비스(Crisis Services)로 전달됩니다. 주립 교도소의 전화를 받을 경우,
위기 서비스(Crisis Services) 직원이 위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도소 강간 근절법
센터(PREA Center)에 추가 서비스를 의뢰합니다. 이 센터는 수감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직원을 확보한, 뉴욕주 전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6 건의 강간 위기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네트워크입니다. 모든 대화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은 연방 정부의 범죄 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VOCA)을 통해 재정 지원이 증가한 후에 이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납세자가 아닌,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 범죄자들이 낸
벌금, 수수료, 과징금 등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피해자 지원국(OVS)의 재정 지원 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

전화 상담, 변호, 기타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6 곳의 교도소
강간 근절법 센터(PREA Center)와 제휴한 직원의 직접 방문을 제공하기 위해,
성폭행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 지원한 성폭행에 반대하는 뉴욕주
연합(New York State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에 210 만 달러 지급.
뉴욕주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전화(Domestic and Sexual Violence Hotline)를
관리하기 위해 위기 서비스(Crisis Services)와 계약을 맺은 뉴욕주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OPDV)에 44 만
달러 지급. 추가 기금으로 청소년 범죄자 시설 및 약물 치료 캠퍼스를 포함한 모든
교정감독부(DOCCS) 시설에서 전화번호 777 로 거는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삼담전화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지원국(OVS)의 Elizabeth Croni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상황에 관계없이 상담, 변호, 정서적 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료받는 데 필요한 자원을 피해자들이 확실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난
2 년 동안, 본 기관은 새로운 제휴관계를 발굴하면서 서비스 액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금을 상당히 늘려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정감독부(DOCCS)의 Anthony J. Annucci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정감독부(DOCCS)는 교도소 강간 근절법(PREA)에 따라 교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적인 활동의 리더입니다. 교정감독부(DOCCS)는 교도소 강간 및 성추행에
대한 예방, 감지, 대응 활동을 포함하여 교도소 강간 근절법(PREA) 기준으로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정책 및 관행을 견지하는 일이 54 개 교정 시설에서 모든 형태의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처한다는 문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가정폭력방지국(OPDV)의 Gwen Wright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도소 강간
근절법(PREA)의 일환으로, 뉴욕주 전 지역에 서비스되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전화(Domestic and Sexual Violence Hotline)에는 상담, 정보, 추천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된 상담사 직원들이 배치됩니다.
뉴욕주 전 지역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폭행 피해자인 수감자를 위해 이러한 유형의
자원을 비밀리에 제공할 경우, 피해자의 복지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돕는 지원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전화(Domestic and Sexual Violence Hotline)가 2019 년 1 월
8 일에 실시간 통화로 개통된 이후 현재까지, 교정감독부(DOCCS) 시설 내 수감자들의
650 건이 넘는 통화를 처리했습니다. 교정감독부(DOCCS)는 교정시설 27 곳의
수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5 건을 통해, 2014 년 3 월에
강화된 피해자 서비스(Enhanced Victim Services)를 처음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정감독부(DOCCS) 및 성폭행에 반대하는 뉴욕주 연합(New York State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에 제공된 이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정부의 기금은 총액으로 약
120 만 달러에 달하며,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이 관리했습니다.
현재 6 곳의 교도소 강간 근절법 센터(PREA Center)가 40 곳의 교정감독부(DOCCS)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14 곳의 교정감독부(DOCCS) 시설은 주로
현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과 6 곳의 교도소 강간 근절법 센터(PREA Center)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곳의 교도소 강간 근절법 센터(PREA Center)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 서비스 주식회사(Crisis Services Inc.) (이리 카운티), (2) 범죄 피해자
치료 센터(Crime Victims Treatment Center) (맨해튼), (3) 리스토어 성폭행
서비스(RESTORE Sexual Assault Services) (먼로 카운티), (4) 핑거 레이크스의 세이프
하버스(Safe Harbors of the Finger Lakes) (온타리오 카운티, 세네카 카운티, 예이츠
카운티), (5) 사마리아인 병원의 성폭행 및 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Sexual Assault
and Crime Victims Assistance Program at Samaritan Hospital) (렌셀러 카운티), (6)
피해자 지원 서비스/웨스트캅 주식회사(Victim Assistance Services/WestCOP, Inc.)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뉴욕주 전 지역의 각 시설에서 완전히 후속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매년 1-2 개의 센터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교정감독부(DOCCS)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만 그것에 제한되지는 않도록, 연방
정부의 교도소 강간 근절법(PREA) 기준을 충족 시키거나 초과하는 일련의 강력한 내부
정책 및 절차를 시행해왔습니다.
•
•

•

모든 직원과 수감자는 교도소 강간 근절법(PREA) 및 교정감독부(DOCCS) 정책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될 경우, 교정감독부(DOCCS) 의료진은 수감자가 지역사회의
주민이 받는 것과 동일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치료를 제공하고,
병원을 기반으로 한 성폭행 법의학 조사관의 평가를 주선합니다.
교정감독부(DOCCS)는 피해자 지원 및 변호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적을 피해를
당한 사람이 경험하는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석방 준비를 더 잘할 경우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트라우마 식별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버펄로 및 이리 카운티 위기 서비스(Crisis Services)의 Jessica Pirro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이 전문적인 상담전화를 개통하고 지역에서
강간 위기 서비스(Rape Crisis services)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일은 수년에 결친 정부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사이의 협력과 훌륭한 파트너십의 결과입니다. 저희는 수감된
생존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의 일부가 된 점을 매우
기뻐하며, 상담전화 제공기관으로 봉사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폭행에 반대하는 뉴욕주 연합(New York State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의
Joanne Zannoni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운영되는
상담전화를 실현시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상담전화는 수감된 모든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저희 여정의 또 다른 단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웨스트캅(Victim Assistance Services/WestCOP)의 국장인 Karel
R. Amaranth, MPH, MA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Victims Assistance
Services)는 피해자 영향 그룹(victim impact group)을 통해 지난 20 년 동안
수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 년 동안은 뉴욕주 교도소 5 곳을
위해 교도소 강간 근절법 전화상담 서비스(PREA Helpline)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NYS Office of Victims
Services)의 지원을 받아 교도소 트라우마 치료에 주력하는 풀타임 치료사이자 교도소
강간 근절법(PREA) 옹호자로서, 성적 학대를 당한 수감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적 학대의 모든 피해자를 위한 치유와 복지를 위해 교정 시설 내에서의 감정적인 지원
및 변호의 지속적인 확장 속에서 교정감독부(DOCCS) 및 피해자 지원국(OVS)의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인트 폴스 헬스 파트너스의 성폭행 및 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Sexual Assault
and Crime Victims Assistance Program at St. Peter's Health Partners)의 Lindsey

Crusan-Muse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폭행 생존자는 그들이 누구인지 또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치유 과정을 통해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인트 폴스 헬스
파트너스(St. Peter's Health Partners)는 이 프로젝트의 개발과 성장을 위해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및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과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폭행은 예외 없이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 주신 뉴욕주에 박수를
보냅니다.”
리스토어(RESTORE)의 Jessica George 교도소 강간 근절법 봉사활동 및 교육(PREA
Outreach and Education) 담당 스페셜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성폭행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수감된 성폭행 생존자들의
목소리는 종종 간과되어 왔습니다. 피해자 옹호자들이 모든 생존자들의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주민으로서 우리는 교정감독부(DOCCS)와 피해자
지원국(OVS)이 수감된 생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치유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핑거 레이크스의 세이프 하버스(Safe Harbors of the Finger Lakes)의 Anina Hamilton
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의 세이프 하버스(Safe Harbors
of the Finger Lakes)는 뉴욕주 전 지역의 강간 위기 상담전화(Rape Crisis Hotline)
시행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이 상담전화로 성폭행 생존자들이 강간 위기 기관(rape
crisis agencies)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변호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들이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대응은 성폭행
피해자의 정서적, 신체적 회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범죄 피해자 치료 센터(Crime Victims Treatment Center)의 Rachel Herzog 교도소
강간 근절법 프로그램(PREA Program) 담당 코디네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려심을
바탕으로 트라우마로 인한 위기에 즉시 개입하는 일과 피해자 변호 서비스를 즉시
이용하는 일은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치유 과정에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교도소 강간 근절법 상담전화(PREA Hotline) 서비스를 뉴욕주 교도소에 수감된
생존자들이 그 어느때 보다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교정감독부(DOCCS),
피해자 지원국(OVS)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만든 피해자 서비스 공동체 사이의
깊은 협력 관계를 인식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휴 기관으로서 수감된 생존자들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스트 디텐션(Just Detention International)의 Linda McFarlane 사무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생존자를 비롯한 모든 성적 학대 생존자들은 당연히
양질의 강간 위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피해자 옹호(Victim Advocacy) 단체
및 정신적 지원 파트너십(Emotional Support Partnership) 단체와 함께 뉴욕주 전
지역에서 새로운 강간 위기 상담전화 프로그램(Rape Crisis Hotline program)을

시작함으로써, 뉴욕주는 해당 교정시설 내 수감자들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로 뉴욕 교도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성적 학대
생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재임 기간중 Cuomo 주지사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왔습니다.
지난해에 Cuomo 주지사는 병원의 성범죄 증거 수집 키트 보관 기간을 30 일에서
20 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당국에 신고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진정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가 제정한 뉴욕의 “Enough is Enough” 법은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뉴욕주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전화(Domestic and Sexual Violence Hotline)는 청각
장애자 또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이를 위해 하루 24 시간 일주일에 7 일 연중 무휴로
1-800-942-6906 또는 711 번으로 의료진 소개 및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은 자격있는 개인에게 납세자의 세금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의료 및 상담 비용, 장례비 및 매장비, 임금과 지원 손실, 기타 지원 사항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및 또는 그 가족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또한 상담, 변호, 법률 서비스 등을 비롯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222 개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
자격 가이드라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찾기 위해 www.ovs.ny.gov 를
방문하시거나 1-800-247-8035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은 (1) 주지사 및
주의회에 주정부의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조언합니다. (2)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가정
폭력의 교차점에 대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3)
정기적인 대중 인식 캠페인을 전파하고, 비영리 단체 및 희생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출판하며, 모범 사례를 강조함으로써 가정 폭력 문제에 관한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opdv.ny.gov 를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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