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4월 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4월을 성폭행 자각의 달로 지정하는 선언문 발표   

   

주 랜드마크, 오늘 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티알에서 조명될 예정  
   
두 단체, 대학 캠퍼스에서의 성폭행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75만 달러의 보조금 

수상  
   

주정부,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성폭행을 반대하는 뉴욕 시민들과의 대화 시작" 캠페인 
시작  

   
성명문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4월을 성폭행 자각의 달로 지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4월 5일 오늘 밤, 주정부의 랜드마크가 점등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고 생존자들에게 중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단체에 75만 달러의 'Enough is Enough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보조금을 수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수령자는 뉴욕주 

성폭력 반대 연합(New York State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과 뉴욕시 성폭력 

반대 연합(New York City Alliance Against Sexual Assault)입니다. 이 선언문과 보조금 

수상에 맞춰, 주 가정폭력예방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은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성폭력을 반대하는 뉴욕 시민들과의 대화 시작"이라는 제목의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폭행을 근절하는 것은 이러한 현안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내는 대화를 장려하고,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집단적 책임을 촉진하며, 

생존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오늘, 

저는 4월을 성폭행 자각의 달로 인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안전을 

유지학 위해 헌신하는 단체에 투자하고, 이러한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참여를 

정상화하기 위해 주 전역에 걸친 대중의 인식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사람을 보호하고 생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계속해서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04%2FSexual_Assault_Awareness_Month_2022.pdf&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ace7a56ba0b42e4008608da1736f02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478220968857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9KoqZJfJlsAczCsB%2BUG86hJJXJpuJm9ECjVeDtbxEh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04%2FSexual_Assault_Awareness_Month_2022.pdf&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ace7a56ba0b42e4008608da1736f02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478220968857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9KoqZJfJlsAczCsB%2BUG86hJJXJpuJm9ECjVeDtbxEhM%3D&reserved=0


Enough is Enough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TTA) 센터는 강간 위기와 

성폭행 서비스 프로그램과 함께 시행되며, 이 프로그램은 2015년에 체결된 "Enough is 

Enough" 법률에 따른 대응, 교육 및 예방 요구 사항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대학을 

지원합니다. 주 보건부와 협력하여 OPDV의 자금 지원을 받는 TTA 센터는 대학 

캠퍼스에서의 성폭력을 종식시키고 생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주 전체의 

시스템 역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성차별 폭력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방관자의 개입을 

촉진하고, 건강한 관계를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캠퍼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Enough is Enough 자금 출자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 생존자들에게 트라우마 정보에 근거한 옹호, 상담, 사례 관리 및 안전 

계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OPDV의 인식 캠페인("성폭력을 반대하는 뉴욕 시민들과의 대화 

시작")은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성폭력의 팽배, 심각성,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 성폭력에 대한 공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이 이 현안에 참여하는 생산적인 방법을 강조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끝내기 위해 남성성과 남성들이 하는 역할에 대한 패널 토론을 

주최할 것입니다. 이 패널은 성폭행 자각의 달에 맞추어 출범하는 동시에, 성차별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에 남성들과 소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고안된 더 방대한 

1년 간의 캠페인과 함께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OPDV는 일반 대중을 위한 일련의 

성폭력 101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번 달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할 주 랜드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 Mario M. Cuomo 주지사 교량(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H. Carl McCall SUNY Building)  

• 스테이트 에듀케이션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 Alfred E. Smith 주정부 사무실 빌딩(State Office Building)  

•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  

• 주 박람회장 - 메인 게이트 & 엑스포 센터(Main Gate & Expo Center)  

•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 Franklin D. Roosevelt 미드 허드슨 브리지(Franklin D. Roosevelt Mid-

Hudson Bridge)  

•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 퍼싱 스퀘어 

고가교(Pershing Square Viaduct)  

• 올버니 국제공항 게이트웨이(Albany International Airport Gateway)  

•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점핑 콤플렉스(The Lake Placid Olympic 

Jumping Complex)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opdv.ny.gov%2Fapril-sexual-assault-awareness-month&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ace7a56ba0b42e4008608da1736f02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478220968857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jO9taYR49Lmud0cKSt1Rs9qnTQ5R%2Fp9ktvDL0DXNPNA%3D&reserved=0


• MTA LIRR - 펜 스테이션의 이스트 엔드 게이트웨이(East End Gateway 

at Penn Station)  

• 페어포트 리프트 브리지(Fairport Lift Bridge)  

   

가정폭력예방국의 Kelli Owens 사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폭력을 

종식시키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먼저 성폭력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존자들을 지원하고 성차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개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4월 성폭력 

인식의 달'을 선언하고, 생존자들에게 뉴욕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월을 성폭력 

자각의 달로 인정해주시고 국민 건강 문제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 및 지원 센터를 위한 새로운 자금 지원은 이 현안에 

대한 의지를 강조합니다. 뉴욕주 가정폭력예방국과 제휴하여 시행되는 "Enough is 

Enough" 프로그램은 성차별 폭력의 근본 원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피해자 서비스국(Office of Victim Services) Elizabeth Cronin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성폭행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신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퍼스 안팎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에 동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사사법서비스과의 Rosanna Rosad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CJS는 

성폭행과 가정 폭력의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한 강간 위기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해 

중요한 주정부 및 연방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성범죄 증거 수집 키트를 병원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에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기로 결정했을 때 증거가 보존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력기관들과 함께 생존자 지원에 힘쓰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성폭력 반대 연합의 Joanne Zannoni 사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성폭력 인식과 예방의 달을 맞아 최근 여성폭력방지법이 재허가되는 등 정부 

최고위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전에 감사드립니다. 성폭행 생존자들이 치유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정책입안자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성폭력은 여전히 전염병으로 남아 

있으며, 모든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없애려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뉴욕시 성폭력 반대 연합의 Emily Miles 사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폭행 

자각의 달에 접어들면서 여성 3명 중 1명, 남성 4명 중 1명 이상이 평생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을 숙고해 봅니다. 성폭력의 심오한 영향은 성별, 인종, 나이, 성적 성향 

또는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모든 생존자들이 정신적 

외상을 알고 생존자 중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성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뉴욕시 성폭력 방지 연합은 모든 

지역사회에 성폭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교육,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Hochul 주지사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5년 7월, 뉴욕은 대학 캠퍼스에 성폭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스토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nough is Enough"를 설립했습니다. "Enough is Enough"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모든 대학은 일련의 포괄적인 절차와 

가이드라인, 확언적 동의에 대한 통일된 정의, 성폭행 신고를 한 방관자나 피해자에 

대한 주 차원의 사면 정책, 그리고 학생의 권리장전을 채택해야 합니다. "Enough is 

Enough" 보조금 프로그램은 NYS 강간 위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만들어졌으며, 법적 요건을 이행하는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 캠퍼스의 생존자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OPDV)은 

가정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미국 유일의 행정기관입니다. 뉴욕주의 가정 및 성폭력 

핫라인은 무료이자 기밀이며, 대부분의 언어로 연중무휴 제공됩니다. 800-942-

6906(전화), 844-997-2121(문자), 또는 opdv.ny.gov(채팅)를 통해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Start the Conversation"은 OPDV가 성차별 폭력의 팽배와 싸우기 위해 

지역사회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1년 간의 

캠페인입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은 범죄 피해자와 생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돕는 200개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ovs.ny.gov/connect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피해자 지원국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민간 

의료보험을 검사에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의학강간검사(FRE)를 직접 보상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 지원국의 마지막 수단 

규정 납부자에 대한 예외이며 개인의 개인 사생활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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