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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현지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지역 가정폭력 협의체 창설 발표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를 현대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주정부의 노력

협의체는 주 전역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를 변화시키기 위한 폭넓은 노력의 일환
가정폭력 인식의 달 동안 뉴욕주는 공공 인식 캠페인 개시 및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재정
구호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자의 문제 해결 결과 개선을 위해 현대적인 변화를 구현할 가정폭력
지역협의체(Domestic Violence Regional Councils, DVRC)의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OPDV)이 조율한
10 개의 협의체는 피해자, 생존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혁신하고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광범위한 가정폭력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부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10 월을 가정폭력 인식의 달(Domestic Violence Awareness Month)로
기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국은 또한 "생존자의 목소리, 생존자의 선택(Survivor
Voices, Survivor Choices)"이라는 공공 인식 캠페인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개인 및 단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표 및 기타 자원과 함께 업데이트된
툴킷을 공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뉴욕주
전역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뉴욕주는 가정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을 재창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자, 현지 이해관계자 및 주 기관 간의 협력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이 위험한 가정폭력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Kathy Hochul 부지사는 지역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초청된 이해관계자들의 첫 번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뉴욕 전역의 200 명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 지지자, 형사 사법 및
법원 전문가들이 가상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문제를 지지하시면서
피해자를 위한 임시 가정을 운영하였기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는 모든 기관 및 공급자의 지역 대표자를 모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해결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체는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더 나은 조정과 의사소통을 허용하고

피해자와 생존자의 문제 해결 결과를 향상시켜 학대를 퇴치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지사 비서 겸 뉴욕주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의장인 Melissa DeRosa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를 현대화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에서 국가를
선도하는 위치를 유지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지역협의체는 가정폭력을
다루는 모든 기관과 이해관계자를 모아 문제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조율하며 해결책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해자와 생존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2019 년 가정폭력 태스크포스(2019 Domestic Violence Task Force)와
코로나 19 가정폭력 태스크포스(COVID-19 Domestic Violence Task Force)의 업무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두 태스크포스 모두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화시키며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인한 접근성 장벽을 다루고 확인하는 목표로 Cuomo 주지사가
실시하였습니다. 지역협의체는 기관 간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모든 제공자가 가정폭력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대화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폭력방지국의 상임이사 Kelli Owen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존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의 의견을 들어아만 뉴욕주에서 가정 및 성폭력 대처 서비스 제공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로 인한 안전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서비스를 더욱 생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초기에는 종합 가상 회의 후 다음과 같은 일련의 가상 지역 회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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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Central New York
10/29: North Country
11/05: Southern Tier
11/09: Mid-Hudson
11/12: Western New York
11/19: Capital Region
12/03: New York City
12/07: Long Island
12/10: Mohawk Valley
12/17: Finger Lakes

뉴욕주 가정폭력방지국은 가정폭력 지역협의체를 설립하며 또한 가정폭력 인식의 달에
주목할 새로운 공공 인식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생존자의 목소리, 생존자의 선택"은
생존자들 자신의 이야기가 뉴욕주가 더욱 생존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하고 생존자의
이야기를 위한 플랫폼을 페이스북(Facebook) 및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도표와 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생존자들은 opdvpublicinfo@opdv.ny.gov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위험 신호, 학대 경험, 탈출 방법, 어디에서 지원을 찾았는지,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여 예방에 대한 통찰력과 희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 및 생존자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피해자에게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은 최근 연방 가족폭력 예방 서비스법(Family Violence and Prevention Services
Act)/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전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해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이 허가한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에 200 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은 태스크포스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사항 및 우선순위에 따라, 생존자를 위한
주택 안정성, 운송 및 기타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활용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전체
운영 및 프로그램을 회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은 10,000 달러에서 38,000 달러에 이르는 88 건의 보조금을 수여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즉시 해당 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 커미셔너 Sheila Poole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가정을 위한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증가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집에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은 주 전역에 있는 약 90 개의 가정폭력 대처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자금을
수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지역사회 기관이 가정폭력 생존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OVS)은 또한 수여 보조금의 최대
25%를 현금 또는 현물 서비스로 맞춰야 하는 연방 정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고도
연방 범죄 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VOCA) 수여금의 지속적인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 공동자금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피해자 지원국의 Elizabeth Croni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19 글로벌
팬데믹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는 프로그램에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해왔으며,
Cuomo 주지사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에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하였습니다. 이 공동자금 면제 정책(Match Waiver
Policy)은 현재의 모든 피해자 지원국 보조금 수혜자에게 재정적 유연성을 제공하고
현재의 보건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피해자 지원국은 범죄피해자법 조직, 개인 및 가족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문제 및 기타 장애에 직면하는 시기에 기금을 관리하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위기 상담, 법적 진술, 긴급 대피소,
지지와 같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범죄
피해자청(Office for Victims of Crime)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면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국을 통한 보조금 수혜자는 이전에 공동자금 요건으로 예산이 주어진
기금을 즉시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하고 자원봉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압력을 완화합니다. 이 기관은 법적, 의료적, 정신건강 및 기타 서비스를
찾는 가정폭력, 성폭행 및 인신매매 피해자, 어린이, 노인 및 기타 취약 인구를 지원하는
224 개의 비영리 단체, 병원, 법 집행 기관 및 정부 기관과 총 382 건의 계약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ovs.ny.gov/locate-program 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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