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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가정폭력 사건의 위험한 증가에 직면하여 학대 피해자를 돕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구할 잠재적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가정폭력 문자
프로그램과 새로운 기밀 온라인 서비스를 발표

전체 가정폭력 신고는 4월에 작년보다 30% 증가했으며, 3월에는 주정부에 대한 사고
전화가 작년보다 15% 증가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은 844-997-2121로 문자를 하거나 뉴욕 기밀 온라인 사이트
www.opdv.ny.gov에서 전문가에게 연락 가능
새로운 문자 프로그램 및 기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학대자와 떨어진 피해자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가정폭력 분야의 전문가인 가정폭력방지국 직원이 연중무휴 24시간 문자 및 온라인
서비스에 배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가정폭력 사건이 위험하게 증가한 상황에 직면하여 오늘
새로운 문자 프로그램과 기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주의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DV) 핫라인을 즉시 현대화하여 학대 피해자를 돕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지원
수단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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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자들이 피해자의 전화를 쉽게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거나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자 프로그램 및 기밀 온라인
서비스는 이러한 고립된 피해자들이 가정폭력방지국 (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OPDV)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은 844-997-2121로 문자를 보내거나 새로운 기밀 온라인
웹사이트 www.opdv.ny.gov에서 전문가와 채팅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및 온라인 서비스는
가정폭력 분야의 전문가인 가정폭력방지국 직원이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대기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학대자와 집 안에 갇혀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가정폭력이 증가한다는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주 기관과 협력해 왔으며, 이 새로운 문자 프로그램과 기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가 도움을 얻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의장인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학대 피해자들은
학대자에 의해 종종 면밀히 감시를 받습니다. 뉴욕에서 자신이 도움이 필요함을 알리지
못해 위험에 처한 이는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개시하는 문자 및 온라인
기밀 서비스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필요할 때 도움과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일시 중단(NYS on PAUSE)이 발효된 이래로 가정폭력방지국 및 많은 주 정부
기관들은 공공 기관이나 세금/금융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안전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곳의 피해자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식료품점, 약국, 주택 수리점 등 필수 소매업체에 핫라인 번호가
있는 안전 전단을 게시하기 위한 주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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