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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인식을인식을인식을 제고할제고할제고할제고할 것임을것임을것임을것임을 발표발표발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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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전국 챔피언인 Union College 남자 하키팀과 기타 학생 리더들이 

캠퍼스의 동료들과 디비전 I 및 디비전 III의 스포츠 라이벌들에게 성폭행 및 가정 폭력을 반대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호소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동료들과 라이벌들에게 전국적인 “It’s On Us” 서약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뉴욕주의 가정 폭력 및 성폭행 무료 핫라인 번호가 새겨진 팔찌를 나눠줄 것이며 이 

대학은 캠퍼스 공동체 구성원들이 잠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개입하도록 계속 교육할 것입니다. 
 

“성폭행 및 가정 폭력은 모든 배경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회로서 이 만연하고 있는 폭력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같이 일어서야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관심을 끌고 다른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호소함으로써 Union College 

학생들은 모범으로써 선도하고 공공 인식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학생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모든 뉴요커들이 가정 폭력 및 성폭행에 반대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오후 학생 리더 및 운동선수들이 Schenectady 소재 Union College 캠퍼스의 Nott Memorial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캠페인을 출범시킬 때 부지사 Robert J. Duffy와 Union College 총장 Stephen C. 

Ainlay도 동참하였습니다. 부지사는 최근 Cuomo 지사와 주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학생들의 

캠페인과 이 대학의 노력을 지지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Cuomo 지사는 10월을 뉴욕주 가정 

폭력 인식의 달로 선포하였으며, 이는 한달 동안의 전국적인 준수와 일치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학 재학 중에 여성 5명 중 1명이 성폭행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직 

경찰관으로서 본인은 가정 폭력도 대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배경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침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Duffy 부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Ainlay 총장과 대학의 학문 및 체육 리더들이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자신과 동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변화를 만들도록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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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College 총장 Stephen C. Ainla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Union College는 타이틀 IX의 

정신과 문자를 수용하며, 캠퍼스 공동체로서 우리의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는 폭행, 희롱 및 폭력이 없는 대학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Union College의 경우 그 

이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남자 하키팀은 경기시 가정 폭력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색인 보라색이나 청록색 슈레이스 

또는 기타 아이템을 착용하고, 보라색과 청록색 실리콘 팔찌를 나눠주며, 경기에서 선수들의 

다짐에 대해 발표하고, “It’s On Us” 서약을 하도록 팬들에게 촉구할 계획입니다. 여자 하키팀, 기타 

체육팀들과 캠퍼스 그룹도 학년도 중에 경기 및 행사시 인식을 제고하는 유사 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남자 하키팀은 최근에 국외자 개입 교육을 받은 Union College 최초의 팀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캠퍼스 공동체 구성원들을 모집하여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개입하도록 훈련합니다. 이 대학은 또한 학년도중에 운동 선수들과 남녀 동아리 및 기타 캠퍼스 

그룹의 학생 리더들을 국외자 개입 교육에서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Union College 학생들인 Shayna Han ’15 및 Sebastien Gingras ’16은 전주 및 전국의 

캠퍼스 동료들과 체육 라이벌들에게 여성과 남성을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돕고 지키겠다는 

개인적 다짐인 전국적 “It’s On Us” 서약에 동참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 전국적 캠페인은 NCAA 

및 미국 올림픽위원회로부터 MTV 및 미국대학여성협회에 이르기까지 40개 파트너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를 전공하면서 중국어와 정치학을 부전공으로 하는 4학년생인 Han은 이 대학의 학생 주도 

동의교육인식위원회 창립 멤버입니다. 신경과학 학문을 추구하고 있는 3학년생인 Gingras는 전국 

챔피언 하키팀의 멤버입니다. 
 

동의교육인식위원회는 성폭행 인식 주간의 일환으로 일련의 행사를 막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강의, 자기방어 훈련 및 가정폭력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남학생이 하이힐을 신는 

‘Walk a Mile in Her Shoes’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지사는 성폭행 및 가정폭력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 및 퇴치하기 위한 주정부의 다음과 같은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 Cuomo지사가 지난 주 발표한 것처럼 SUNY 64개 캠퍼스에서의 성폭행 퇴치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교적인 실천 사항을 실행하겠다는 이 대학교의 다짐. 

•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보라색을 창의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Shine the 

Light’ 캠페인. 부지사는 10월 15일 수요일에 보라색을 착용함으로써 이 캠페인 지지에 

동참할 것을 모든 뉴요커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해시태그 #shinethelight 및 #dontdonothing을 소개. “Don’t Do 

Nothing”은 뉴욕주가 제작한 가정폭력 인식 및 개입 비디오 시리즈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Union College 캠퍼스에서는 두 해시태그와 뉴욕주의 24시간 가정폭력 및 성폭행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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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800-942-6906)가 인쇄된 팔찌를 나눠줄 것입니다. 

• 뉴욕주 62개 카운티 각각의 범죄 피해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에 

주정부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수를 186개에서 230개로 확대하고 예산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 대부분은 가정폭력 및 성폭행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nion College 소개소개소개소개 

 

1795년에 설립된 Union College는 뉴욕주 대학이사회에 의해 인가된 최초의 대학이었습니다. 

2,200명의 학부생을 거느린 기숙형 독립 교양학부 중심 대학인 Union은 다변화된 환영적 캠퍼스 

환경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과학 및 공학과 통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Union의 

커리큘럼은 소학급 및 학부생 연구를 통한 학생 및 교수들과의 협업, 모든 과에서의 국제적 경험 및 

캠퍼스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한 배움을 강조합니다. 이 대학의 독특한 Minerva 프로그램은 

교수진, 유명 연사 및 특별 게스트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학업,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을 

연결합니다. 

 

가정폭력예방실가정폭력예방실가정폭력예방실가정폭력예방실 소개소개소개소개 

 

가정폭력예방실은 주 및 지역사회의 가정폭력 대응을 개선시키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예방실은 실무집행관리에게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주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공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아동 복지, 법집행 및 보건을 포함한 폭넓은 교육으로 가정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관해 전문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피해자피해자피해자 구제실구제실구제실구제실 소개소개소개소개 

 

피해자구제실은 도움을 받을만한 다른 장소가 없는 무고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무료 서비스 제공 등 상담, 변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직접 

보상을 제공합니다. 피해자구제실은 뉴욕주 전역에서 230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납세자 비용 없이 운영됩니다. 그 예산은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의 유죄 선고 후 특정 

범죄자들이 납부하는 벌금, 수수료 및 할증료로 충당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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