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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가정폭력 인식을 위해 뉴욕주 랜드마크에 보라색 조명을 켤 것을 발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알프레드 E. 스미스 주정부 빌딩(Alfred E. Smith State Office Building), 오늘 

저녁 "웨어 퍼플 데이(Wear Purple Day)"를 위해 보라색 조명을 켤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알프레드 E. 스미스 주정부 빌딩(Alfred E. Smith 

State Office Building)에 보라색 조명을 켜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이니셔티브인 "웨어 퍼플 데이(Wear Purple Day)"를 기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정 

폭력 인식의 달(Domestic Violence Awareness Month)을 위해 10월 내내 올버니의 

뉴욕주 교육 건물(State Education Building)과 뉴욕 주립 대학교 광장(SUNY Plaza),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의 정문(Main Gate) 및 엑스포 

센터(Expo Center)가 보라색으로 점등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은 우리 지역사회를 너무 오랫동안 

괴롭혔던 조용한 재앙입니다. 뉴욕은 생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가해자들이 책임을 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랜드마크들에 조명을 밝히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많은 뉴욕 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종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의 생존자들을 도운 제 어머니의 

헌신은 제가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가정폭력에 

대항하고 희생자와 생존자에게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행정 조치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조명하여 뉴욕을 모두를 위한 안전한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Kelli Owens를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OPDV)의 담당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2017년 

이래로 주지사의 여성 업무 담당 국장(Director of Women's Affairs)을 맡았으며, 

그전에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입법부 

조정관(Legislative Affairs Coordinator)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번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에 

Owens씨는 뉴욕주 가족계획 지지/출산계획 지지 사무실(Family Planning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Domestic_Violence_Awareness_Month_2019.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Domestic_Violence_Awareness_Month_2019.pdf


 

 

Advocates/Planned Parenthood Advocates)의 대외부(External Affairs) 

부국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러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의 유티카 대학원(Utica 

College)으로부터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시러큐스 대학의 맥스웰 학교(Maxwell 

School)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Owens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력 하에 뉴욕주는 가정폭력에 

맞서는 싸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및 형사 보호를 

강화했으며, 총기와 학대 사이의 치명적인 연관성을 다루는 법안을 옹호하고,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가정폭력방지국(OPDV)을 이끌 기회에 감사하고 희생자와 생존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이 작업을 기반으로 나아가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웨어 퍼플 데이(Wear Purple Day)에 참여하는 뉴욕 주민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진을 공유할 때 @NYSOPDV 및 #NYGoesPurple4DV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개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법 집행기관, 기업, 대학 및 주와 

전국 각지의 대학이 피해자와 생존자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의 툴킷은 개인, 기관, 

비영리 단체, 고용주 및 기타 인지도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그래픽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합니다.  

  

뉴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생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8월과 9월 내에도, Cuomo 주지사는 다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와 관련된 민사 소송의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  

•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거나 보호 명령을 받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피신한 

장소에서 전화, 케이블, 위성 통신 회사와의 다년간 또는 결합 계약을 

불이익 없이 종료할 수 있도록 요구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용 비차별 보호 확대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의 정의를 신분 

도용, 중절도 및 강요 같은 경제적 학대의 형태를 포함하도록 확대  

•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편으로 투표 할 선택지 제공  

• 가정폭력 피해자가 행위 발생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법 집행기관에 학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성범죄, 스토킹 및 인신매매 피해자가 주의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뉴욕주 가정폭력 및 성폭력 핫라인(1-800-942-6906)에서 영어, 스페인어 및 그 밖의 

언어로 하루 24시간 내내 도움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각장애인이시거나 난청이신 분은 

711로 전화해 주십시오. 뉴욕주는 또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과 기타 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가정폭력 자원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금을 투자합니다.  

https://opdv.ny.gov/public_awareness/campaigns/shinethelight/shinethelight-current.html
https://www.dos.ny.gov/acp/
https://www.dos.ny.gov/acp/
tel:1-800-942-6906
tel:711
https://ocfs.ny.gov/main/dv/dvList.asp
https://ovs.ny.gov/locate-program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은 다음의 세 가지 일차 

영역에 집중합니다. 첫째, 주지사 및 주의회에 주정부의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조언합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가정 폭력의 교차점에 대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대중 인식 캠페인을 전파하고, 비영리 단체 

및 희생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출판하며, 모범 사례를 강조함으로써 가정 폭력 

문제에 관한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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