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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범죄 피해자 지원과 보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 발표  

 

5편의 “Help, Healing and Hope” 공익광고(PSA)를 10군데의 텔레비전 마켓에서 

오늘부터 방송 시작합니다  

 

PSA에서는 뉴욕주 범죄피해지원국(OVS)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받는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범죄 생존자들이 등장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원국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1-800-

247-8035번으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범죄의 무고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보상에 관하여 뉴욕 주민들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 인식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죄피해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OVS)으로부터 받은 지원에 관해서 설명하는 범죄 생존자들이 등장하는 “Help, 

Healing and Hope” 공익 광고(Public Service Announcements, PSA)가 현재 뉴욕주 전 

지역의 10군데 마켓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뉴욕 주민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치유 과정을 통해서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 가능한 

뉴욕주의 자원에 대해서 널리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주민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5편의 30초 길이 PSA가 10군데의 텔레비전 마켓에서 방송 시작되었습니다: 올버니, 

빙엄턴, 버펄로, 코닝, 엘마이라, 플래츠버그, 로체스터, 시러큐스, 유티카, 워터타운. 

범죄피해지원국은 10월 30일, 일요일까지 5주동안 시행하는 캠페인에 대해서 뉴욕주 

방송 협회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Elizabeth Cronin 범죄피해지원국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더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기관을 통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일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OVS 또는 우리가 기금 지원하는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 한 곳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 강력한 광고 내용들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알려지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http://www.ovs.ny.gov/


PSA에는 어떻게 이 지원국과 지원 서비스가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기금 지원을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범죄 생존자들과 지지자들이 등장하며, 이 PSA는 방송 협회 

회원인 45개 방송국에 배포되었습니다. 공익광고들은 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ennifer Nadler, 어린 시절 성적 학대의 생존자. Vera House,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OVS 기금 지원 프로그램, 지원국에 의해서 기금 

지원된 뉴욕주 경찰과 함께 하는 지원은 의료 관리 및 정신 상담을 통한 OVS 

보상책으로 피해자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이 PSA는 시러큐스, 엘마이라, 코닝, 

플래츠버그, 워터타운 마켓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David Snowden, 뉴욕시에서 발생한 달리는 차를 이용한 총격 사건으로 인해 

25년 이상 마비 상태인 피해자. 지원국에서는 피해자의 아파트를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개조했고, 손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고쳤으며, 피해자의 

보험에 남아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서 다양한 의료 용품비를 지불했습니다. 이 

PSA는 버펄로, 시러큐스, 올버니, 빙엄턴, 로체스터, 유티카 마켓에서 방송 

중입니다. 

  Christine White, OVS의 기금이 지원된 Cattaraugus Community Action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주민이자 Seneca Nation의 

회원. 범죄피해지원국은 피해자의 3살된 딸이 죽임을 당한 후에 장례 및 매장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이 PSA는 버펄로 마켓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Lisa와 Brad Gilbert, 베이비 시터의 손에 의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고통받는 딸, 

Riley를 둔 주도 지역의 부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의료 장비와 건강 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OVS는 피해자들의 집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보수 공사에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올버니, 엘마이라, 코닝, 

플래츠버그, 워터타운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OVS Helps”에서는 범죄 생존자들과 피해자 지지자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그들이 지원국의 지원을 받았고 피해자 치유를 돕기 위해서 지원국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PSA 비디오는 업스테이트 10 군데 

모든 마켓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지원국은 자신의 잘못 없이 범죄 피해를 당한 후 다른 지원 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피해자 및/또는 그 가족들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국에서는 여러 

유형의 지원들 중에서 의료, 치과, 정신 건강 고지서, 손실 임금 및 지원금, 장례 및 매장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납세자의 돈이 아니라 벌금, 수수료, 연방 법원 

및 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특정 범죄자가 지불한 추가요금등으로 재원이 

조달됩니다.  

 

뉴욕주는 의료 비용 또는 정신 상담 비용에 한도가 없는 유일한 주입니다. 이것은 David 

Snowden과 Riley Gilbert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외상성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러큐스에 위치한 Vera House와 살라망카의 Cattaraugus Community Action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cfRwlrt2Ir18bGVK4ICpOn58RuigXudg


프로그램은 뉴욕주에 있는 모든 카운티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다른 서비스들 

중에서 정신 상담, 위기 개입, 변호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OVS 기금 지원 223개 

프로그램 중 2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지원단체들은 

지원국으로부터 4,380만 달러이상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국은 또한 2015년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보상금으로 약 2천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FBI와 협력하고 있는 범죄피해지원국은 지난주 첼시에서 발생한 폭발의 후유증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OVS 기금 지원 서비스 제공단체들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피해자들의 의료 비용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보상금의 청구를 도와주고, 정신적 

치료인 위기 개입치료와 정신 상담과 같은 직접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범죄피해지원국 소개 

 

이 공공 인식 캠페인은 범죄피해지원국이 50주년 되는 해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뉴욕시 지하철에 탑승한 자신의 아내와 어린 자식 앞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한 

선량한 사람의 죽음에 대응하여 1966년에 무고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기관을 창설했습니다. 생존 가능한 소득 수단 없이 미망인이 된 피해자의 아내는 자신의 

딸을 해외에 있는 친척과 살도록 보내야 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연방 Victims of Crime Act 법에 따라 범죄피해지원국의 사용 가능한 추가 

기금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지원국이 추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현대적 장비와 

기술로 사무실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지원국에게 이 기금이 허용되었습니다. 추가로 지원국은 추가 기금 덕분에 피해자 

변호를 위한 훈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지원국은 의료 보험 또는 자동차 보험 및 산재보상제도 같은 기타 모든 

지원처를 소진한 후에만 본 기관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범죄에 관련된 자비 손해를 

위해 결제할 수 있는 최후 수단 결제자입니다. 자격요건 안내지침서 및 뉴욕주의 62개 

모든 카운티 전 지역에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목록을 포함하여 OVS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지원국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1-800-247-8035번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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