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6/8/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ENOUGH IS ENOUGH’를를를를 통과시키기통과시키기통과시키기통과시키기 위한위한위한위한 회기말회기말회기말회기말 독려로독려로독려로독려로 

ALBANY에서에서에서에서 ‘THE HUNTING GROUND’ 시사회시사회시사회시사회 개최개최개최개최 
 

영화의영화의영화의영화의 예고편예고편예고편예고편 및및및및 발췌는발췌는발췌는발췌는 여기여기여기여기에서에서에서에서 보실보실보실보실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전국 대학에 만연한 성폭력을 다룬 새 다큐멘터리인 

“The Hunting Ground”의 시사회를 Albany의 New York State Museum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시사회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확립함으로써 뉴욕주의 모든 대학생들을 보호하는 Enough is Enough 법안의 통과를 

위해 지지를 얻기 위한 주지사의 회기말 독려의 일환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는 안전한 보호처이어야 하는 곳인 대학 캠퍼스에서 수 많은 뉴욕주 

학생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법안을 통과시킬 힘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고, 공격 당하는 

경우 캠퍼스의 자원을 식별하고, 가해자에게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부여합니다. 이 영화는 캠퍼스 성폭행을 전국적 문제로 부각시키며 본인은 

이 주를 전국적 모델로 만들도록 의회가 도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기가 6일 남았기 때문에 Enough is Enough를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주지사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 Billboard Magazine은, 

주 의회가 이 제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레이디 가가와 Cuomo 지사가 공동 작성한 

컬럼을 게재하였습니다. 오늘 시사회에는 부지사, 상원 다수당 지도자 Flanagan과 

Syracuse 대학교 학생 생존자뿐만 아니라 주 리더, 옹호자 및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주지사와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행 전염병과 싸워야 하는데 그것은 전주적 기준을 

만들기 위한 주지사의 법안 통과를 의미합니다 “라고 Kathy Hochul 부지사는 

말했습니다. “너무 종종 이 범죄의 생존자가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를 모르거나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한 자원이 없지만 주지사의 제안을 통해 우리는 모든 학교가 

학생들을 뒷받침해야 하는 책임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의회의 우리 

파트너들이 이 투쟁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라야만 뉴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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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을 위해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사는 “The Hunting Ground”를 지난 주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상영하였습니다. Kirby 

Dick이 감독하고 Amy Ziering이 제작한 이 영화는 캠퍼스 성폭행의 여러 사례를 

보여주며, 피해자의 관점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투쟁, 보복과 

피해자들이 캠퍼스에 성폭행에 대한 미흡한 처리로 인해 겪는 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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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지사의 캠퍼스 성폭행 예방 대응 정책은 다음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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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지사는 Enough is Enough 캠페인을 2월에 시작하여 그 이후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무원, 기관 및 커뮤니티 그룹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 전주18명의 카운티 집행관 중 17명; 

• Whoopi Goldberg, 이 캠페인을 위한 비디오 촬영; 

• 전주40여명의 시장들; 

• 전주100여명의 선출직 공무원; 

• 약 20명의 뉴욕주 의회 의원; 

• 50여개의 전주 및 지역 단체와 30개의 옹호 그룹, 커뮤니티 단체 및 노조; 

• 전주28명의 공공 안전 공무원;  

• Barnard 대학과 Syracuse, Columbia, Fordham 및 New York 대학교들의 학생 

단체; 

• 하원 민주당 리더 Nancy Pelosi; 그리고 

• 주 전역의 11개 사립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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