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범죄 피해자들에게 민간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뉴욕 범죄 피해자 법률 

구조(NEW YORK CRIME VICTIMS LEGAL HELP) 웹사이트를 확대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 발표  

  

협력에 따라 이리, 제네시,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주민에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발생한 

민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및 법률 지원 제공  

  

신규 웹사이트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학습하고 자원을 찾으며 지원을 

모색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모두 정의 실현 개션을 위해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State Office 

of Victim Services)이 자금을 지원하고 조성한 범죄 피해자 법률 네트워크(Crime 

Victims Legal Network)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리와 제네시, 나이아가라 카운티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서비스, 변호사, 대안적인 분쟁 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로 

인해 발생한 민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범죄 피해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학습하고 자원에 접근하여 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뉴욕 범죄 피해자 법률 구조(New York Crime Victims Legal 

Help)의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이 피해자의 이익이 주거, 이주, 양육, 취업을 비롯한 기타 문제에서 

대변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립한 범죄 피해자 법률 네트워크(Crime Victims 

Legal Network)의 일환입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은 정의 구현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까지 프로그램에 연방 기금 총 8,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 범죄의 피해자들은 특히 시골 

지역사회에서 민사 법률 지원이 부족하고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법정 

시스템에서 길을 헤메곤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정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홀로 

남겨져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인 서비스가 뉴욕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힘든 시간을 겪은 후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를 맡은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범죄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피해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몇 주, 몇 달, 몇 년 후에도 받을 수 

https://protect2.fireeye.com/url?k=d211d306-8e297464-d2132a33-000babd9f75c-f8173333aafef071&q=1&u=https%3A%2F%2Fcrimevictimshelpny.org%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46878db1-1abf2ad3-46857484-000babd9f75c-c930b2ae22e60901&q=1&u=https%3A%2F%2Fcrimevictimshelpny.org%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46878db1-1abf2ad3-46857484-000babd9f75c-c930b2ae22e60901&q=1&u=https%3A%2F%2Fcrimevictimshelpny.org%2F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과 성범죄, 노년 학대, 기타 범죄의 

생존자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법정 바깥에서 법적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독창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Hochul 부지사는 오늘 아침 버펄로에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민사 법률 지원에 대한 

뉴욕주의 투자를 강조하고 이리, 제네시, 나이아가라 카운티 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장년 법과 정의 센터(Center for Elder Law & Justice) 및 이웃 법률 

서비스(Neighborhood Legal Service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분쟁 해결과 정의를 

위한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센터(Child & Family Services' Center for Resolution and 

Justice)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오 년간 43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웨스턴 

뉴욕에서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이 민사 법률 지원을 위해 투자한 

최대 규모의 지원금입니다. 버펄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기관은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이 자금을 지원한 61개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뉴욕주 기관으로부터 2023년까지 약 8,140만 달러를 

수여 받습니다.  

  

법정에서 발표를 잰행한 뉴욕주 제8 사법구의 심판관인 Paula Feroleto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를 당한 후 오랫동안 피해자들은 계속감정적, 신체적, 재정적 피해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돌려 범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다시 삶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몫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Janet DiFiore 대법관의 엑설런스 이니셔티브(Excellence Initiative)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대법관의 어젠다 중 핵심 부분인 중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각 부문이 문제를 협력적,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의 Elizabeth Croni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변호자사들은 특히 주거와 이주 문제, 그리고 양육권과 

보호 지원 및 명령과 관련한 가정 법원(Family Court) 사례에서 계속 민사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시급한 필요를 확인해왔습니다. 연방 자금의 뉴욕주 전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는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개인들에게 이들이 사는 곳과 관계 

없이 복잡한 민사 문제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 및 지역 사법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과 정의를 위한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센터(Center for Resolution and 

Justice)의 프로그램은 대안적인 분쟁 해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독창적입니다. 

대안적 분쟁해결은 재판 또는 전통적인 사법 변호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9개월 전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 기간동안 518명의 범죄 피해자를 위해 

중재와 분쟁 코칭, 회복적 사법, 전통적 법률 조언, 변호 등의 형태로 무료 지원을 

https://ovs.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arly-16-million-grants-provide-civil-legal-assistance-crime-victims
https://ovs.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arly-16-million-grants-provide-civil-legal-assistance-crime-victims


 

 

제공했습니다. 거의 모든 서비스 이용자가 부부 또는 가정 폭력, 장년 학대 또는 방치의 

피해자입니다.  

  

분쟁 해결과 정의를 위한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센터(Child and Family Services Center 

for Resolution and Justice)의 디렉터인 Julie M. Loesch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이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앞선 법률 서비스 단체와의 협력적인 시도를 선도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일부에게 정의는 그들을 해친 사람으로부터 사과 또는 그들의 목소리를 전할 기회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는 재정적 보상으로 불의를 시정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혜택에 접근하는 것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는 새로운 

출발과 지난한 분쟁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법 변호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대안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종류의 결과입니다."  

  

이웃 법률 서비스(Neighborhood Legal Services, NLS)의 가족 단위 선임 변호사는 

Pat McGra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가정 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웃 법률 서비스(NLS)는 물론 우리의 파트너 기관인 분쟁 해결과 

정의를 위한 아동 및 가족 센터(Center for Resolution and Justice), 장년 법과 정의 

센터(Center for Elder Law and Justice)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판도를 바꿀만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장년 법과 정의 센터(Center for Elder Law and Justice) 최고경영자인 Karen 

Nicolson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독창적인 파트너십은 범죄 피해자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마주하는 많은 격차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무료 민사 법률 서비스를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수요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데 

협력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범죄 피해자 법률 네트워크(Crime Victims Legal Network)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Child 

and Family Services)를 비롯하여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기타 60개 비영리 단체로 구성되며, 단체가 법률 전문가를 고용 또는 

계약을 맺고 뉴욕 범죄 피해자 법률 구조(New York Crime Victims Legal Help)로부터 

잠재적인 고객 추천을 받게 합니다. 이리와 제네시, 나이아가라 카운티에서 우선적으로 

시험 실시된 온라인 포탈은 이제 민사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뉴욕시 바깥의 모든 

뉴욕주 카운티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범죄 피해자들은 또한 포탈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찾고 법적 문제에 대해 더욱 깊게 학습하며 법적 형식 및 

기타 섭스 제공자에 대한 링크 등 자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시범 실시가 시작된 후 5,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뉴욕 범죄 피해자 법률 

구조(New York Crime Victims Legal Help)에 접속했습니다. 포탈은 사용자 친화적인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FINALVAP_List_for_GAMC_PR101018.pdf#_blank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FINALVAP_List_for_GAMC_PR101018.pdf#_blank


 

 

스크리닝 도구를 탑재하여 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할 수 있는 법적 도움을 확인하고 연관 

있는 자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검색 가능한 법률 서비스 구조 디렉토리는 특정한 

이슈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골라낼 수 있는 필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프 헬프 

자원 라이브러리는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고, 라이브 채팅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변호사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똫나 스크리닝 도구와 법률 구조 디렉토리를 

사용해 그들의 고객인 개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의 지원으로 카운셀링, 쉼터,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으며 기관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 곳의 비영리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포털을 설립하는 데 사용된 150만 달러의 연방 

기금과 더불어,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은 최근 범죄 피해자가 향후 삼 

년간 필수적인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가로 290만 달러의 연방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관은 엠파이어 사법 센터(Empire Justice Center)에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엠파이어 사법 센터는 프로 보노 넷(Pro Bono Net),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의 인간 서비스 연구 센터(Center for Human Services 

Research)와 파트너십을 맺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네트워크 및 

포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엠파이어 사법 센터(Empire Justice Center)의 범죄 피해자 법률 네트워크(Crime 

Victims Legal Network) 프로젝트 리더인 Remla Parthasarath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범죄 피해자 법률 구조(New York Crime Victims Legal Help)는 범죄 

피해자들이 민사 정보, 자원,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의 언어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 및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업스테이트 뉴욕과 롱아일랜드 

전역의 사람들이 이러한 도구에 접근하는 것을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프로 보노 넷(Pro Bono Net)의 Liz Keith 프로그램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범죄의 피해자들의 민사 법률 구조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혁신적인 노력에 참여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확대는 협력과 기술, 

직접 서비스를 결합하여 범죄의 피해자인 뉴욕 주민들이 사는 장소에 상관 없이 

필수적인 지원을 얻도록 보장하기 위한 다개년에 걸친 비전의 결과입니다."  

  

올버니 대학교 인간 서비스 연구 센터(UAlbany Center for Human Services 

Research)의 Susan Ehrhard-Dietzel 선임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의 인간 서비스 연구 센터(Center for Human Services 

Research)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네트워크가 뉴욕주 전체로 확대되어 피해자들이 쉽게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은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납세자의 세금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의료 및 상담 비용, 장례비 및 매장비, 임금과 지원 손실, 기타 지원 사항 

등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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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개 이상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 봉사 기관 중 하나인 아동 및 가족 서비스(Child and 

Family Services)는 예방과 개입, 교육, 변호를 통해 가족을 강화하고 아동의 웰빙을 

장려하겠다는 미션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매년 10,000명 이상의 아동, 개인,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이웃 법률 서비스(Neighborhood Legal Services)는 버펄로, 나이아가라 폭포, 

바타비아에 사무실이 있으며,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폭넓은 기술 지원 및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무료 민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년 법과 정의 센터(Center for Elder Law & Justice)는 1978년부터 장년층, 장애인, 

재정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포괄적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장년 및 노년, 장애인에게 보호자 및 신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엠파이어 사법 센터(Empire Justice Center)의 미션은 변호, 다른 변호사 훈련, 고품질 

직접 민사 법률 변호 등을 통해 빈곤층, 소외계층,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뉴욕시에 기반을 둔 프로 보노 넷(Pro Bono Net)은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법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비영리 지도 단체입니다.  

  

올버니 대학(University at Albany)에 위치한 인간 봉사 연구 센터(Center for Human 

Services Research)는 평가 연구 시행, 정보 시스템 고안을 비롯해 취약 계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기관에게 정책과 프로그램을 알리는 사업에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범죄 피해자 법률 구조(New York Crime Victims Legal Help)  

뉴욕 범죄 피해자 법률 구조(New York Crime Victims Legal Help)는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Victim Services)과 그 파트너 기관인 인간 봉사 연구 

센터(Center for Human Services Research), 엠파이어 사법 센터(Empire Justice 

Center), 프로 보노 넷(Pro Bono Net)과 함께 기금 번호 2014-XV-BX-K009에 따라 범죄 

피해자청(Office for Victims of Crime), 사법 프로그램청(Office of Justice Programs), 

http://www.ovs.ny.gov/
https://protect2.fireeye.com/url?k=cf740619-934ca17b-cf76ff2c-000babd9f75c-6db06b9a842f1957&q=1&u=http%3A%2F%2Fwww.cfsbny.org%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cf740619-934ca17b-cf76ff2c-000babd9f75c-6db06b9a842f1957&q=1&u=http%3A%2F%2Fwww.cfsbny.org%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14e5a5a3-48dd02c1-14e75c96-000babd9f75c-46f1f3520ae506b2&q=1&u=https%3A%2F%2Fnls.org%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6bdc2b2e-37e48c4c-6bded21b-000babd9f75c-33a3b1e13e067267&q=1&u=https%3A%2F%2Felderjusticeny.org%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04c345b0-58fbe2d2-04c1bc85-000babd9f75c-1bf17be3641787ea&q=1&u=https%3A%2F%2Fempirejustice.org%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dd970401-81afa363-dd95fd34-000babd9f75c-9d4f54ab5f539954&q=1&u=https%3A%2F%2Fwww.probono.net%2F
https://www.albany.edu/chsr/
https://www.albany.edu/chsr/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의 자금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의견, 

결과, 결론 또는 권고안은 모두 기여자들이 제기한 것이며,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정책을 반드시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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