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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 뉴욕 주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뉴욕 주립 경찰의 캠퍼스 성폭행을 

방지하는 공공 인식 캠페인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립 경찰이 가을 학기를 앞둔 학생들에게 

캠퍼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학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서 뉴욕 주 전 지역의 해당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뉴욕 주립 경찰 캠퍼스 성폭행 피해자 부서에 의해 진행 중인 지원 

활동의 일환입니다. 

 

8주간의 방송 라디오, 게시판,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8월 8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게시판은 이곳 과 이곳. 라디오 공공 서비스 발표는 이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뉴욕 주가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을 퇴치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을 

법제화했습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돕는데 우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앞으로 몇 주안에 학생들이 대학으로 다시 돌아올 때, 캠퍼스의 문화가 바뀌었음을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이 캠페인은 우리의 책무를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Kathy 

Hochul 부지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Cuomo 주지사님은 

캠퍼스가 더 이상 성폭력과 체포 및 기소된 가해자를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뉴욕 주를 국민과의 대화의 최전선에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메세지를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 경찰 CSAVU는 Cuomo 지사가 2015년 7월 법안에 서명한 획기적인 “이제 

그만(Enough is Enough)” 법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주립 경찰 부서의 임무는 대학 

학생, 교직원, 지원 직원 대상의 오리엔테이션과 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포함하여,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폭력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서는 또한 

주립 경찰에 보고되는 캠퍼스 성폭행 범죄를 수사하고, 캠퍼스와 지역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부서에 배치된 11명의 뉴욕 주립 경찰 상급 수사관들은 뉴욕 주 전지역에 배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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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학생, 단과 대학 및 종합 대학 직원, 캠퍼스와 지역 경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으로 봉사합니다. 이 상급 수사관들은 뉴욕 주립 경찰국장,뉴욕 주립 경찰의 SUNY 

국장, SUNY Title IX 코디네이터를 포함하여, 법 집행 기관과 다른 이해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SAVU는 또한 Syracuse와 Buffalo 두 지역의 교육훈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Albany에서 12월 5일 개최될 일주일에 걸친 회의를 포함한 추가 교육 회의 일정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George P. Beach II 뉴욕 주립 경찰 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사관들은 

캠퍼스의 성폭력 감소를 돕기위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 당국과 

매우 긴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우리의 지역 법 집행기관 동료들이 

희생자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해서 수사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의 활동이 작년 가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0건 이상의 캠퍼스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 경찰은 또한 뉴욕 주립 경찰의 지원을 요청하는 

희생자를 위해서 뉴욕 주 전 지역에 긴급 상담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844-845-7269. 

 

현재까지, CSAVU는 여름과 가을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성폭력 인식 제고 지원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의 대학들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SUNY Brockport 
 SUNY Farmingdale 
 SUNY New Paltz 
 Elmira College 
 Ellis Hospital Belanger School of Nursing 

 Medaille College (3 세션) 

 St. Joseph’s College 
 Five Towns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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