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6/9/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ENOUGH IS ENOUGH 캠페인을캠페인을캠페인을캠페인을 지지하는지지하는지지하는지지하는 추가추가추가추가 14개개개개 노동노동노동노동 그룹그룹그룹그룹 중에중에중에중에 

1199 SEIU, HTC 발표발표발표발표 

 

총총총총 100여개의여개의여개의여개의 옹호옹호옹호옹호 그룹그룹그룹그룹,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단체단체단체단체 및및및및 노조들이노조들이노조들이노조들이 이이이이 캠페인캠페인캠페인캠페인 지지지지지지지지 서약서약서약서약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대학 캠퍼스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Enough is Enough 

캠페인을 지지하여 추가 14개 노동 그룹이 합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로 

노조, 옹호 그룹 및 커뮤니티 단체를 포함하여 100여개의 그룹이 주지사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주의 모든 대학들이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것이 발생할 

때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통일되고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주지사의 

법안 통과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지 물결에 속합니다. 

 

“회기에 남은 일수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뉴욕주를 대학 캠퍼스 성폭행과 싸우는 

전국적 리더로 만들 때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학교들은 

성폭력과 싸우고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전향적인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제안은 주의 모든 대학들이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은 단결하여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 궐기할 때입니다 – 지긋지긋하기 때문입니다.” 

 

주지사의 Enough is Enough 캠페인에 오늘 합류한 노동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99 SEIU 

• Hotel Trades Council 

• Construction and General Building Laborers' Local 79 

• Greater New York Laborers & employers cooperation and education trust (GNY 
LECET) 

• IUPAT DC 4 

• The Mason Tenders' District Council of Greater New York PAC 

• Recycling & General Industrial Laborers' Local 108 

• New York, New Jersey Joint Board, Worker's United 

• New York Metropolitan Joint Board, Worker's United 

• Workers United Rochester Regional Joint Board 

• Workers United Laundry, Distribution & Food Service JB 

• CWA District 1 

• CWA Local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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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C-CUNY 
 

뉴욕주 최대의 노조이자 전국 최대의 의료 노조인 1199SEIU United Healthcare Workers 

East의 조합장 George Gresham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학 캠퍼스의 우리 

젊은이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Cuomo 지사와 함께 하여 자랑스럽습니다. 'Enough is 

Enough'라고 말함으로써 주지사는 학생들을 우선시하고 뉴욕주 대학들이 성폭행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리드를 잡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 및 기타 

리더들과 함께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Hotel Trades Council 회장 Peter War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성폭력 

전염병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Cuomo 지사의 ‘Enough is Enough’ 캠페인을 

지지하는 데 동참합니다. 주지사의 법안은 대학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 이 끔찍한 범죄가 발생할 때는 생존자들이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우리는 주 

의회가 이번 회기에 주지사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신규 노조 지지는 다음을 포함하여 전주 및 지역의 80여 단체의 기존 지지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 RWDSU 

• IUPAT DC 9 

• NYSNA 

• SEIU 200 United 

• Teamsters Local 237 

• TWU Local 100 

• HERE 150 
 

RWDSU Local 1102의 조합장 Gemma de Le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Enough is Enough' 법안은 오늘날 우리가 고등교육 기관에서 보고 있는 

성폭력이라는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동의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확립하고 명확한 신고 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뉴욕주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캠페인을 지지하는 데 동참하여 자랑스러우며 

이번 회기에 주 의회가 'Enough is Enough'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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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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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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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디 가가, 또한 주지사와 함께 컬럼 공동 저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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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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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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