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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3/3/2015 ANDREW M.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국전국전국전국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행정관행정관행정관행정관, 학내학내학내학내 성폭행을성폭행을성폭행을성폭행을 타파하기타파하기타파하기타파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CUOMO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ENOUGH IS 

ENOUGH 캠페인에캠페인에캠페인에캠페인에 참석참석참석참석 

 

양당양당양당양당 그룹은그룹은그룹은그룹은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제안에제안에제안에제안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해결안해결안해결안해결안 마련마련마련마련 중중중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국 지역 사회 행정관들이 캠퍼스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Enough is Enough” 캠페인에 참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17명의 

행정관들은 이미 뉴욕주립대학에 채택된 사립 대학에 대한 균일한 성폭력 예방 및 대처 

규약을 구체화하고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만들기 위한 

주지사의 제안에 대한 광범위하고 초당파적 지원을 대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 모두 캠퍼스 성폭행 및 강간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싸움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양당과 뉴욕주 거의 모든 지역 

구석구석을 대표하는 이 행정관들은 캠퍼스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까다롭고 가장 포괄적인 법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매우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뉴욕 시민들이 “Enough is 

Enough”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주지사의 “Enough is Enough” 캠페인에 합류한 행정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eve Bellone, Suffolk 카운티 

• Maggie Brooks, Monroe 카운티 

• Ed Day, Rockland 카운티 

• Mike Hein, Ulster 카운티 

• Vince Horrigan, Chautauqua 카운티 

• Kathleen Jimino, Renssalaer 카운티 

• Joanie Mahoney, Onondaga 카운티 

• Edward Mangano, Nassau 카운티 

• Dan McCoy, Albany 카운티 

• Marcus Molinaro, Dutchess 카운티 

• Steve Neuhaus, Orange 카운티 

• MaryEllen Odell, Putnam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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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thew Ossenfort, Montgomery 카운티 

• Anthony Picente, Oneida 카운티 

• Mark Poloncarz, Erie 카운티 

• Debra Preston, Broome 카운티 

• Tom Santulli, Chemung 카운티 

 

주지사의 법안은 SUNY 정책 및 보호장치를 뉴욕주 대학으로 확대하고 뉴욕주의 

120만명의 대학생들은 법 집행에 대한 긍정적인 동의 및 접근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균일한 절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법으로 제정되면 이 정책은 

뉴욕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nough is Enough” 캠페인에는 대학 캠퍼스 성폭행 신고를 위한 전용선인 뉴욕주 경찰 

핫라인(1-844-845-7269)이 포합됩니다. 성폭력 신고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 교육을 

받은 담당자들이 전국에 걸쳐 매일 24시간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캠페인에는 

웹사이트(www.ny.gov/EnoughisEnough}, 학생, 지지자 및 학내 캠퍼스에서의 성폭력에 

대처하는 주지사의 정책을 지지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등장하는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캠페인과 주지사 법안 통과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Kathy Hochul 부지사는 

뉴욕주 전국 대학 캠퍼스에 “Enough is Enough” 캠페인을 홍보하는 전국 투어에 

나섰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학생회 관계자, 교수진 및 관리자들뿐 아니라 강간 

및 성폭행 생존자 지지자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업체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지사의 학내 성폭행 예방 제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특정 성행위에 관여하는 관계자 사이에 명확하고 정확하고 자발적인 동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동의의 주 전체 정의를 채택합니다. 

• 주 전체 사면 정책,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을 보고하는 학생들이 마약과 알코올 

사용과 같은 특정 캠퍼스 정책 위반에 대한 면책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성적 폭력 피해자/생존자의 권리 장전, 이는 캠퍼스는 특히 모든 학생들이 특정 

자신의 성폭력 피해자를 알리기 위해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적절한 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배포되어야 합니다. 권리 장전은 분명히 

학생들이 주 경찰을 포함한 외부의 법 집행에 성폭행을 신고 할 수 있다는 알 

권리를 제공합니다.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관리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교육의 요구합니다. 

 

뉴욕주경찰은 주지사의 성폭행 정책을 단속하는 모든 SUNY 경찰 및 공공안전부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경찰은 매년 주 전역에서 3,000여 건의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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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olk 카운티 행정관 Steve Bellone은 “지금이야 말로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강간 

및 성폭행에 관한 한 목소리를 높여 그러한 범죄는 더 이상 그만두라고 외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며 사립 대학도 SUNY가 작년에 

시작했던 것과 같은 중요한 단계를 밟도록 하기 위한 주지사의 제안은 뉴욕주의 모든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주의회도 같은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Monroe 카운티 행정관 Maggie Brooks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슬픈 현실은 통계에 의하면 

학기 기간 동안 4명의 여대생 중 1명 이상이 성폭행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법 당국에 신고된 폭행 건수는 5%도 안됩니다. Monroe 카운티는 

약 20개 대학의 중심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새로운 성적 동의 정책 입법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 모든 동료들과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Enough is 

Enough’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의원들은 숨을 죽이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뉴욕주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모든 대학 간 균일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Rockland 카운티 행정관 Ed Day는 “대학 캠퍼스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더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Cuomo 주지사는 그러한 길을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Enough 

is Enough' 캠페인을 통해 뉴욕은 학교 성폭력과의 싸움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통과시켜야 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Ulster 카운티 행정관 Mike Hein은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행이 일어날 경우 피해자는 

반드시 현지 사법 당국과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원에 즉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주는 사법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렇게 끔찍하고 파괴적인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이며 주지사의 정책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Rensselaer 카운티 행정관 Kathleen Jimino는 “대학에 진학하여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통계에 따르면 생애 처음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 중 대다수가 종종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자신들이 가증스러운 범죄의 피해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캠퍼스 안전을 대폭 개선할 것입니다. 캠퍼스의 어린 학생들이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본 이니셔티브의 뒤에서 

행정부 간부들과 함께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헌신한 주지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Onondaga 카운티 행정관 Joanie Mahoney는 “대학 캠퍼스는 모든 학생들이 배움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하는 주지사와 Hochul 부지사를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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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sau 카운티 행정관 Edward Mangano는 “대학이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UNY 캠퍼스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앞장 

서고 뉴욕주 전역에 걸쳐 균일한 정책을 옹호하는 데 헌신한 Cuomo 주지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Albany 카운티 행정관 Dan McCoy는 “주지사의 ‘Enough is Enough’ 캠페인은 대학 

캠퍼스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살고 있는 딸의 아버지로서 특히 감사를 표하며, 이 문제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Albany 카운티는 훌륭한 고등교육 

기관의 중심임을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학생들 자신이 보호를 받는다고 느끼고 학교에 

계속 등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Dutchess 카운티 행정관 Marcus Molinaro는 “학생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장치 및 도구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Dutchess 

카운티는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며, 동료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하기를 촉구합니다.” 

 

Orange 카운티 행정관 Steve Neuhaus는 “대학 캠퍼스 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Cuomo 주지사의 정책은 우리 학생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폭력을 몰아내는 것은 당파적 의견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Putnam 카운티 행정관 MaryEllen Odell은 “대학은 학생들이 배우는 장소이므로 그러한 

환경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학생들의 권리와 보호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으며 전국 어느 

대학에서든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에 대한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뉴욕 120만여 

명의 대학생들을 위한 권리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전역 대학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의 보호에 대한 기준을 수립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 행정관 Matthew Ossenfort는 “뉴욕의 모든 대학생들은 성폭력에 

대하여 자신들을 위해 마련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UNY 

정책 모델은 공립 대학 학생들 모두에 대하여 일련의 가장 포괄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지금이 바로 모두가 하나의 균일한 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뉴욕의 모든 대학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Oneida 카운티 행정관 Anthony Picente는 “주지사는 대학 캠퍼스 성폭행에 대한 전례 

없는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화된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UNY가 

모든 캠퍼스에 걸쳐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성공했음을 감안할 때, 이 모델은 학생 

단체에서 확대할 수 있고 큰 환영을 받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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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때입니다. 의회가 이번 세션에서 주지사의 

제안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습니다.” 

 

Erie 카운티 행정관 Mark Poloncarz는 “뉴욕주 전역의 사립, 일반 및 공립대를 대상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성폭행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성폭행을 예방하고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최고 구형을 내리기 위한 우리의 단결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고등교육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에 시행될 

예정인 SUNY 모델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 명확하고 널리 분산된 내용 정의,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법적 권리를 교육하기 위한 권리 장정이 포함됩니다. 이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뉴욕주 전역 100만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빚을 졌는데, 이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헌신한 Cuomo 주지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Broome 카운티 행정관 Debbie Preston은 “뉴욕주에 있는 모든 대학 캠퍼스의 

성폭행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립 및 사립 대학 학생들이 똑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타인에게 성적 폭행을 가하는 범죄자들이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hemung 카운티 행정관 Tom Santulli는 “성폭력을 경험한 뉴욕 학생들은 돌이켜야 할 

시점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곧 

도와드린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가 어린 학생들이 

성폭력으로부터 보호와 같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법률의 일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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