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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주주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시장들시장들시장들시장들, 대학대학대학대학 캠퍼스캠퍼스캠퍼스캠퍼스 성폭행성폭행성폭행성폭행 예방을예방을예방을예방을 위한위한위한위한 CUOMO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ENOUGH IS 

ENOUGH' 캠페인캠페인캠페인캠페인 합류합류합류합류 

 

전국전국전국전국 각지의각지의각지의각지의 양당양당양당양당 그룹은그룹은그룹은그룹은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제안제안제안제안 지지지지지지지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국 지역 42개 도시의 시장들이 캠퍼스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Enough is Enough“ 캠페인에 합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장들의 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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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하는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이번 주 초, Whoopi Goldberg와 18명 중 17명의 카운티 행정관들은 캠퍼스 성폭력을 

종결 짓기 위한 필요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합류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은 많은 대학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성폭력 퇴치에 앞장 섬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곳곳에서 

온 시장들의 폭 넓은 지원은 이 문제가 정치적 경계를 뛰어 넘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학 캠퍼스 성폭력에 관한 한 Enough Is Enough 

캠페인을 지지하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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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의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려는 일반인 회원은 

웹사이트(www.ny.gov/EnoughisEnough}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EnoughisEnough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캠퍼스에서 성폭행에 대처하기 위해 균일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이행하는 대학에 대한 자신의 제안에 대한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주 “Enough is 

Enough”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주지사의 법안은 SUNY 정책 및 보호장치를 뉴욕주 

대학으로 확대하고 뉴욕주의 120만 명의 대학생들은 사법 집행에 대한 긍정적인 동의 및 

접근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균일한 절차 및 안내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 법으로 

제정되면 이 정책은 뉴욕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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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ugh is Enough” 캠페인에는 대학 캠퍼스 성폭행 신고를 위한 전용선인 뉴욕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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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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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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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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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장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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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시장 Bill de Blasio는 “성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며, 

주지사의 Enough is Enough 캠페인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으로 가득한 

도시의 시장으로서, 그리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아버지로서, 이 문제는 제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안전을 교육하고, 안전성을 높이고, 대학 캠퍼스 성폭행을 종결 짓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Buffalo 시장 Byron Brown은 “Buffalo는 이미 이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수 많은 SUNY 

학교들의 중심이며 Buffalo 시를 대표하여 대학의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Enough is Enough 캠페인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정책은 

지금까지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Albany 시장 Kathy Sheehan은 “주지사의 Enough is Enough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지사의 캠페인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학교에 출석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자식들이 보호를 받는다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자원 

및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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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kers 시장 Mike Spano는 “대학 캠퍼스 성폭력에 대처하려면 우리 모두 힘을 다해야 

하며 주지사의 Enough is Enough 캠페인은 학생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담대한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SAVE New York(Task Force on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Women)을 이끌었고, Megan’s Law 통과를 위해 싸웠고,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 제안은 우리 모두가 합의했던 것처럼 

정치적 파당을 뛰어 넘어 지체하지 말고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Rochester 시장 Lovely Warren은 “대학 캠퍼스 성폭행은 전국적으로 전염병처럼 퍼졌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Enough Is Enough라고 말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뉴욕이 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이 끔찍한 범죄에 맞서 싸우는 선두주자로 

각인시켰기에 주지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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