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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주주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50여개여개여개여개 단체단체단체단체 및및및및 지역지역지역지역 단체단체단체단체, 학내학내학내학내 성폭행을성폭행을성폭행을성폭행을 퇴치하기퇴치하기퇴치하기퇴치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CUOMO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ENOUGH IS ENOUGH 캠페인에캠페인에캠페인에캠페인에 합류하다합류하다합류하다합류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 및 지역 비영리기관 및 옹호단체 및 노동자 

단체를 포함한 52개 뉴욕주 소속 단체들이 학내 성폭행 퇴치를 위한 Enough is Enough 

캠페인에 합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들 단체 중 상당수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뉴욕내 모든 사립 및 공립 칼리지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똑 같은 성폭행 예방 및 대응 프로토콜을 명문화하자는 주지사의 제안을 동조하는 

사람들의 연합체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채택되면 뉴욕은 

학내 성폭력과의 전쟁에서 선봉에 서게 되며 뉴욕주의 120만명의 대학생들을 더욱 더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은 학내 성폭행을 퇴치하기는 데 있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제안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지역 및 주 단체들로 구성된 

이 폭넓은 그룹은 이 커져가는 전염병과 싸우자는 우리의 작전 개시 요청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종식시키는 데 뉴욕이 앞장설 때입니다.” 

 

Enough is Enough 캠페인에 합류한 52개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Alternatives for Battered Women 

• A Better Balance 

• Bivona Child Advocacy Center 

• CAMBA Housing Ventures, Inc. 

• Center for the Women of NY 

• Center for Youth Services 

• The Continental Society, Inc. - New York Chapter 

• Crime Victims Assistance Center 

• Crisis Services 

• Dutchess County Central Labor Council 

• East End Women's Network 

• Eleanor Roosevelt Legac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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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e County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 Family Planning Advocates of New York 

• Family Services, Inc. 

• Grace Smith House 

• Hispanic Counseling Center 

• Hispanic Resource Center 

• Jack and Jill of America - Brooklyn Chapter 

• Long Island Fund for Women and Girls 

• Mental Health Association of Dutchess County 

• Metropolitan Community Churches 

• NARAL Pro-Choice New York 

• National Susan B. Anthony House and Museum 

• A New Hope Center 

• New York Asian Woman's Center 

• New York City Alliance Against Sexual Assault 

• New York State Nurses Anesthetists 

• NYS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Inc 

• NYS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 Rape Crisis Center of Syracuse, Inc. 

• Rochester Women's Network 

• Sanctuary for Families 

• The Safe Center 

• Safe Horizon 

• Spanish Action League 

• Southwest Community Center 

• St. Luke's-Roosevelt Crime Victims Treatment Center 

• Suffolk County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 United Way of Greater Rochester 

• UNITEHERE! Local 150 

• Vera House, Inc. 

• VIBS Family Violence and Rape Crisis Center 

• WNY Women's Foundation 

• WomenElect 

• Women's TAP Fund 

• Women Warriors 

• YMCA of Orange County 

• YMCA of the Mohawk Valley 

• YWCA of Rochester and Monroe County 

• YWCA Binghamton 

• YWCA of Cortland 
 

이 단체들의 지원 움직임은 Barnard College, Columbia University, Fordham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Syracuse University의 학생 옹호자들이 Kathy Hochul 부지사를 

만나고 입법의원들과 로비하여 주지사의 제안을 성원하기 위해 Albany를 다녀온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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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습니다. 

 

또한 최근 다음 사람들로부터 받은 지지 활동에 힘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 뉴욕 의회대표단 소속 18인; 

• 뉴욕주 100여명의 선출직 공무원; 

• 40여명의 시장; 

• 카운티 집행관 18중 17명; 

• 우피 골드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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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지지자 및 학내 캠퍼스에서의 성폭력에 대처하는 주지사의 정책을 지지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등장하는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은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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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내 대학 캠퍼스에 “Enough is Enough” 캠페인을 홍보하는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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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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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의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려는 일반인 회원은 

웹사이트 www.ny.gov/EnoughisEnough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EnoughisEnough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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