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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범죄 피해자 지원 혜택 확대 법안에 서명

특정 범죄와 관련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은 개인은 범죄 현장 청소 비용과 가정 폭력
쉼터 비용 지원 신청할 수 있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은 유자격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S.7993/A.10275)에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범죄 현장 청소 및
가정 폭력 쉼터 비용 상환 혜택이 포함됩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증오 범죄 또는 가정
폭력 사건 피해자는 주정부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에 이러한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을 통해 주정부는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다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피해자 치료 과정을 돕고 모두를 위해 보다 튼튼하고
안전하며 자애로운 뉴욕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치료 과정에서 응급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증오 범죄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관련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주는 범죄와 폭력의 피해자를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오늘의 조치로 뉴욕 주민의 안전을 더욱 보장할
것입니다.”
Patrick Galliv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료 과정을 돕고 범죄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주정부가 현재 범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과 자원을 보다 확대할 것입니다.”
Crystal D.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고한 범죄
피해자를 돕는 해당 법안을 지원하게 되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뉴욕주에서 가정

폭력 및 증오 범죄 피해자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의 Elizabeth Croni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의 최우선 순위는 범죄 피해자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주정부는 피해자 치료에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뉴욕주는 범죄 피해자가 신체적 부상을
입지 않아도 범죄로 인해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해당 법안은 주지사의 법안 서명 시부터 180일 후 효력이 발생하며 발효일 이후 제기된
청구에 적용됩니다.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은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호흡 곤란 및 혈액
순환 장애, 특정 협박, 괴롭힘, 악질적인 괴롭힘, 모욕, 스토킹, 증오 범죄를 비롯한
범죄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이
지원하는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은 범죄 피해자는 해당 기관에 카운슬링 및 이주
비용과 관련된 의료비 등, 다양한 범죄 피해 치료 관련 비용 보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으나, 범죄 현장 청소 및 쉼터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오늘
서명한 법안으로 이러한 경비 또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격 요건 확대와 더불어,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였습니다. 당국은 최근 3년간 2,00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수여하여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간소화 및 개선할 사례 관리자를 고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령화 사무국(Office for the Aging) 2개 비영리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2020년까지
주정부 및 연방 정부 기금 840만 달러를 투자하여 학대, 방임 또는 재정적 착취 위험에
처한 취약한 성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 및 확장합니다.
납세자에게 추가 서비스 및 지원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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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은 무고하게 범죄 피해를 당한 후 다른 지원
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범죄 피해자 및/또는 그 가족들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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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당국은 뉴욕주 전역에서 카운셀링, 위기 개입, 권리 옹호, 법률 지원과 같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222개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격 여부

지침을 비롯하여 당국 지원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www.ovs.ny.gov를 방문하거나 1-800-247-8035에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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