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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민사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 약 1,600 만 달러에 대해 발표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OVS), 연방 기금 보조금으로 61 개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으로 재정 지원받는 변호사들, 웨스턴 뉴욕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자원인 뉴욕 범죄 피해자를 돕는 웹 사이트의 의뢰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61 개의 주정부가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과
어린이 보호 센터들이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혼, 양육권, 이민, 재정적 문제
등과 같은 민사 법률 문제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약
1,600 만 달러의 연방 기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이 관리하는 연방 정부 보조금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해당 지역의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변호인 없이 민사 소송의
복잡하고 종종 기가 죽는 매우 힘든 과정에 처해져서는 안됩니다.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거나 법률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주의 전 지역에서 뉴욕 주민 수천
명이 변호사 없이 법정에 도착합니다. 이 기금으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뉴욕이 그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며, 취약한 뉴욕 주민이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연결합니다.”
오늘의 발표를 전달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지원한 초기 옹호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정 폭력에 맞서는
일에서 미국을 이끌고 있으며,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점에
대해 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범죄 피해자는 적절한 변호를 받아야 하며,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보조금으로 민사 법률 문제를 돕기 위해 변호사를 투입하여, 가정 폭력 및 기타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특히 저소득층 및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이 기금으로 우리는 모든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하여,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정의가 지켜지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종종 민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얻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일부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거나 해당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또한 미등록 이민자, 인신 매매, 노인 학대 등과 관련된 가정 폭력과 같은
특정 범죄의 피해자는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Hochul 부지사는 보조금 수령 단체 중 하나인 세이프 호라이즌(Safe Horizon)의 로어
맨해튼 본사에서 기자 회견을 가지고 이 보조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 약 1,600 만 달러는 피해자 지원국(OVS)과의 5 년 계약 중 첫 해에 61 개의
프로그램에 지급된 보조금의 총액입니다. 이 계약의 2 년차에서 5 년차 까지의 정확한
보조금 액수는 향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보조금은 2023 년 9 월 30 일까지 운영되며
이는 연방 회계 연도와 일치합니다. 보조금을 수령하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상의 피해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변호사와
계약을 맺기 위해,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들은 연방 범죄 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VOCA)을 통해 재정 지원하는 이 보조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파트너의 폭력, 아동 학대, 성폭력, 노인 학대, 인신 매매의 피해자들은 (1) 보호 또는
금지 명령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거나, (2) 주택 또는 양육권 문제에 직면할 수
있거나, (3) 신원 도용 또는 금융 사기로 인한 채권자 및 기타 단체에 대한 법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또한 유죄 판결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법은 특정 성매매나 인신매매 피해자로 판명된 특정
성매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의 Elizabeth Croni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특히 저소득층이나 전통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민사 법률 서비스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적절히 변호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피해자들은 실업, 주택 부족 또는 자녀 양육 미비 등과 같은 피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에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범죄
피해자가 필요할 때 유능하고 배려심이 깊은 조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세이프 호라이즌(Safe Horizon)의 Ariel Zwang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단체로서, 저희는 폭력과 학대의 생존자들이 가족법,
결혼 및 이민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법적으로 대변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무수히 많은 복잡한 법원 시스템을 스스로 살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세이프 호라이즌(Safe Horizon)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 편에 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의 이 새로운 지원으로 세이프 호라이즌(Safe Horizon)의 변호사들은
뉴욕시 전 지역의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폭력, 폭행, 인신매매, 기타 범죄의 생존자들이 안전과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생존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크게 확대한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 Hochul 부지사님, 피해자 지원국(OVS)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Nita M. Low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취약한 뉴욕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는 공약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의
간부 위원으로서, 저는 우리 지역사회들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연방 자원을 계속
확보할 것입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연방 기금으로
뉴욕주 전 지역의 범죄 피해자 서비스를 개선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뉴욕 주민이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안내나 지원없이 민사 소송을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은 수많은 뉴욕 주민을 돕는 데 가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뉴욕 주민이라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경제적
여유에 상관없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Jerrold Nadler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뉴욕의 범죄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에 스스로 대처하도록 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기금은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이 기금에 대해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주지사님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재정 지원하는 변호사들은 또한 엠파이터 저스티스 센터(Empire
Justice Center), 프로 보노 넷(Pro Bono Net ),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의
인적 서비스 연구 센터(Center for Human Services Research ) 등과 제휴관계를 맺고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이 만든 새로운 웹 사이트인 뉴욕 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New York Crime Victims Legal Help)을 통해 민사 법률 지원을 요청하는
개인을 도울 것입니다. 선별 수단과 법적 지원 단체 전화번호부가 있는 이 웹 사이트는

이리 카운티, 제네시 카운티, 나이아가라 카운티 등이 시범 운영 중이며, 2019 년
말에는 뉴욕시 밖에 있는 뉴욕주의 57 개 카운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보조금을 통해 고용되거나 계약을 맺은 변호사들은 고용 첫 해에 15 시간의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합니다. 이 교육 과정의 일부 과정에는 트라우마가 범죄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것이 법적인 변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은 위기 상담, 지원, 비상 대피소 등과 같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222 개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재정 지원합니다.
각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2023 년까지 운영되는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 년 동안 Andrew M.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변경된 뉴욕주법과 연방
범죄 피해자법(VOCA)으로 조성된 연방 기금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

지난 3 년간 1,880 만 달러가 지급된, 피해자 지원국(OVS)이 재정 지원하는 85
개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례 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노령화 사무국(Office for the Aging) 및 2 곳의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조성한
840 만 달러로 학대, 방치 또는 재정적 착취의 위험에 처한 취약한 성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합니다.

•

500 만 달러의 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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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은 피해자가 당국에 신고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치유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제 30 일이 아니라
20 년 동안 성범죄 증거 수집 키트를 보관해야 합니다.

•

주지사가 올여름에 서명한 법안은 범죄 현장 청소 및 가정 폭력 쉼터 비용 상환
혜택을 포함하기 위해,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은 유자격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증오 범죄 또는 가정 폭력 사건 피해자는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에 이러한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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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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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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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 호라이즌(Safe Horizon)
세이프 호라이즌(Safe Horizon)은 매년 뉴욕 주민 25 만 명의 삶을 위기에서 구해 내어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성폭력, 인신 매매의 피해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www.safehoriz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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