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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500 만 달러의 기금
투자 발표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Victim Services), “뉴욕 주립 대학교는
여러분을 지킵니다(SUNY’s Got Your Back)” 위문품 가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와 협력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강간 위기 프로그램, 가정 폭력 보호소에 개인 생활 용품 및 피해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225,000 개의 위문품 가방을 배포하기 위한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을 통해
500 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국은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가 뉴욕주 전 지역의 병원, 보호소, 강간 위기 센터 등지에서
도움을 찾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225,000 개의 위문품 가방을
공급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기금은 지난 3 년 동안 뉴욕주 전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약 25,000 개의 위문품 가방을 제공한 “뉴욕 주립 대학교는
여러분을 지킵니다(SUNY’s Got Your Back)”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며, 각
위문품 가방에는 필수적인 개인 생활 용품과 이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독특한 파트너십은 수만 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뉴욕주 전 지역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캠퍼스에서
성폭력과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투자를 통해, 우리는 많은 뉴욕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폭력과 폭력의 순환 고리를
끊으면서 생존자들을 계속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에 참여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문품 가방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생존자들이 느끼는 동안에 즉각적인 편안함을 약간 제공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가방에 피해자들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단기 및 장기간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원, 보안, 연락 서비스를 찾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은 연방 정부의 범죄 피해자 법(Victims of Crime
Act)을 통해 수령한 자금으로 3 년 넘게 뉴욕 주립 대학교(SUNY)에 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뉴욕 주립 대학교(SUNY)는 가방에 넣을 보급품을 구입하고 각
캠퍼스 64 곳의 교수진, 직원, 학생들을 비롯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모집한 자원
봉사자들의 편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은 또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동성애자, 중성 등 성적 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or Questioning, and Intersex, LGBTQI+) 공동체, 장애인,
노숙자들을 비롯하여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는 또한 위문품 가방을 강간 위기 프로그램,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소, 병원 등에 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위문품 가방을 수령하는지 추적하고 피해자가 소외받고
있는 곳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인종, 민족 등과 같은 비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2015 년에 Cuomo 주지사가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인 뉴욕의 “Enough is Enough”
법의 성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Hochul 부지사는 오늘 오후, 브루클린 소재 뉴욕 주립 대학교 다운스테이트 메디컬
센터(SUNY Downstate Medical Center)에서 이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부지사는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범죄를 경찰에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신체적, 정서적 복지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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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위문품 가방에는 비누, 칫솔, 치약, 빗, 탈취제, 펜, 메모장, 스트레스 해소용 공, 자원
봉사자의 확인 메시지 등이 포함된 개인 생활 용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
필수 위생 용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위문품 가방에는 또한 뉴욕주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및 교육 자료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습니다. 이 위문품 가방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캠퍼스에서 성폭력 및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의 Elizabeth Croni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당 기관으로서, 우리는 범죄의 모든 무고한 피해자, 특히 일반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 관계는 성폭력과
개인간의 폭력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적으로 긴장을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생존자가
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의 존재에 관한 말을 전파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Kristina M. Johnson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캠퍼스에서 성폭력 및 개인간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전 지역 대학교의 국가적인 모델이되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는
여러분을 지킵니다(SUNY’s Got Your Back)’ 프로그램은 우리 캠퍼스의 벽을 넘어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지난 28 개월 동안 뉴욕 주립 대학교(SUNY)는
병원, 보호소, 강간 위기 센터의 성폭력 및 개인간 폭력의 생존자들을 위해 25,000 개의
위문품 가방을 만든 후 제공했습니다. 이 치료 공동체 서비스를 극적으로 늘리기 위한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관대한 보조금에 대해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에
감사드립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타이틀 IX 코디네이터(Title IX Coordinator)들은 가정 폭력과
성폭력에 반대하는 주 연합체 및 뉴욕주 경찰과 협력하여 2016 년에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해 말 PGA 투어(PGA TOUR)의 기부금 10,000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개최된 골프 토너먼트에서 위문품 가방을 만드는 일을
도울 자원 봉사자도 모집했습니다. PGA 투어(PGA TOUR)의 참여는 2017 년과 지난달의
대회에서도 다시 계속되었습니다. 주 정부 기관 및 주지사실의 자원 봉사자들이
엔디콧에서 열린 대회에서 약 5,000 개의 위문품 가방을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Nita Low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폭력이 매일 조금씩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피해자들은 당연히 깊은 배려심이 동반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당연히 지원과 필요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위문품 가방에는 누군가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뉴욕 전 지역의 여성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앞장서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성폭력과 가정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는 이
주의 전 지역에서 생존자들을 돕는 자원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는 모든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놀랄만한 직업 교육을 실행하여 대학 공동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대책에 투자해 주시고 모든 지역의 생존자들과 연대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원의원 Grace Meng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도움을 청할 곳을 찾지 못하고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 위문품
가방은 자신의 집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
이상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와 같이 가치있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
기금을 배정해 주시고, 뉴욕 여성의 평등과 권리를 위해 싸워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프로젝트(SUNY Project)의 Joseph Storch 코디네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상했을 때, 우리는 2016 년에 2,016 개의 위문품 가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리더십, 타이틀 IX
코디네이터(Title IX Coordinator), 많은 수의 캠퍼스,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한 ‘뉴욕
주립 대학교는 여러분을 지킵니다(SUNY’s Got Your Back)’ 프로그램은 모든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해
주신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의 지원과 확신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폭력의 생존자들을 위한 위문품 가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뉴욕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다운스테이트 메디컬 센터(SUNY Downstate Medical Center)의
센터장인 Wayne J. Riley 의학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로서, 저희는 가정
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는 일이 종종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뉴욕 주립 대학교
다운스테이트 메디컬 센터(SUNY Downstate)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독특한 인구 집단을 연계시키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Hochul 부지사님과 Johnson 명예총장님의 지원은 뉴욕 주립
대학교 다운스테이트 메디컬 센터(SUNY Downstate)가 지역사회 주민을 교육하고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찾는 데 힘을 실어주는 일을 보장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옹호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 폭력은 크고 작은 모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뉴욕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7 년에 뉴욕시에서는 23,000 명이 넘는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보고되었으며, 메트로폴리탄 지역 밖의
카운티에서는 약 3 만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뉴욕주 법원들은
지난해에 가정 폭력 등록원(Domestic Violence Registry)에 183,000 건이 넘는 한시적
보호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이 중 약 49,000 건이 최종 보호 명령이 되었습니다. 뉴욕주의
가정 폭력 및 성폭행 직통 상담 전화는 지난해 한 해에만 369,000 건이 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뉴욕주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Gwen
Wright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규모의 지원
조치라도 제공하는 일은 무엇이나 피해자의 치유와 생존 과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모든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높이는 동시에 이러한 지원
제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의 파트너십은 가정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뉴욕주 전체의 협조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모든 뉴욕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대책을 중요시 여깁니다.”
Cuomo 주지사는 재임 기간 동안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왔습니다. 뉴욕은 가정 폭력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가 입증된 개인이 단지 권총이 아닌
모든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보장하여, 뉴욕주 법의 허점을 막고 가정
폭력범으로부터 총기를 몰수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성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스토킹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대학을 뉴욕주 전 지역에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 완료된 이 점검으로 뉴욕주 캠퍼스의 대다수가
“Enough Is Enough” 법의 요건을 상당히 준수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에 주지사는 약 650 만 달러의 보조금을 주정부가 승인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병원, 비영리 단체, 정부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55 개 주에서 승인한 성폭력 위기
프로그램 및 예방 프로그램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24 시간
위기상황 신고 전화, 위기 상담, 트라우마 치료 등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 모두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와 사법 변호인의
지지자, 법정 대리인 교육을 재정 지원했습니다.
2016 년에 “뉴욕 주립 대학교는 여러분을 지킵니다(SUNY’s Got Your Back)” 프로그램을
개시한 직후,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PGA
투어(PGA Tour)와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사이의 뉴욕주 전역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 파트너십 덕분에 5,000 개의 위문품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이후 처음 몇 개월 동안 총 9,000 개의 위문품 가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뉴욕주 가정폭력 및 성폭력 핫라인(1-800-942-6906)에서 영어, 스페인어 및 그 밖의
언어로 하루 24 시간 내내 도움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각장애인이시거나 난청이신
분은 711 로 전화해 주십시오. 뉴욕주는 또한 가정 폭력, 성폭력, 기타 범죄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재정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이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s)의 네트워크인 가정 폭력 자원(Domestic Violence
Resources)과 뉴욕 주립 대학교(SUNY) 학생 또는 정보와 지원이 필요한 모든 뉴욕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SUNY)가 만든 다국 언어 자원인 성폭력 및 폭력
대응 자원(Sexual Assault and Violence Response Resources)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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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합 고등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 교육 기관은 뉴욕주의 주택, 학교, 기업에서 30 마일 이내에
위치한 64 곳의 단과 대학 및 종합 대학교 캠퍼스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뉴욕주립대학교(SUNY) 학생들과 교수진들은 매년 외부에서 후원하는 10 억 달러
규모의 활동의 결과로 연구 및 발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300 만 명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졸업생이 있으며 대학을 나온 뉴욕 주민의 삼분의 일이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졸업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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