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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폭행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PGA TOUR의 BARCLAYS와 

SUNY에서 뉴욕주 전 지역의 협력을 발표 

 
PGA TOUR는 “SUNY’s Got Your Back” (SUNY는 당신을 지킵니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1만달러의 기부금 제공  

 
PGA 골퍼와 부인 협회 (PGA Golfers & Wives), SUNY, 뉴욕주 기관과 지지자들 (State 

Agencies and Advocates)은 대피소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개인생활용품을 담은 5천개의 위문품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  

 
SUNY는 4월 이후로 약 9천개의 위문품 가방을 만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성폭력과 대인 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개인 생활 용품이 

담긴 위문품 가방을 지원하는 뉴욕 주립대학과 뉴욕주 경찰사이의 협력적인 활동인 

“SUNY’s Got Your Back” (SUNY는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PGA TOUR로부터 1만달러의 자선 기부금을 받았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Barclays 

골프 토너먼트 대회의 제 1회 라운드 하루 전에 Bethpage 주립 공원에서, 학대를 피해 

대피소로 피신한 피해자들을 위해 5천개의 위문품 가방을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 PGA 

TOUR와 PGA TOUR 부인 협회는 SUNY, 뉴욕 주 기관들, 시민 단체, 학생으로 구성된 

수십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합류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폭력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폭력과 가정 폭력의 재앙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항거하여 계속 맞서 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Barclays는 미국 최고 골프 토너먼트 대회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노력하는 피해자들을 어느 정도 위안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4월에 시작한 “SUNY’s Got Your Back” 프로그램은 이미 세면도구, 자원 페이지 

(resource pages),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 지역의 폭력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위문 

쪽지와 같은 내용물을 담은 4천개 이상의 위문품 가방을 제공했습니다. 모두 합해서,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로 SUNY는 거의 9천개의 위문품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PGA 

TOUR와 PGA TOUR 부인 협회 회원들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은 오늘 1만명 이상의 

팬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Pro-Am 토너먼트 대회 전에, 코스에서 가까운 텐트에서 



위문품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행사는 또한 뉴욕주 전 지역에서 가정 폭력과 성폭력 

방지 활동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SUNY’s Got Your Back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과 성폭력에 대항하여 뉴욕주 

연합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SUNY Title IX 코디네이터 협회와 뉴욕주 경찰이 주도하는 

풀뿌리 활동입니다.” 라고 H. Carl McCall, SUNY 이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적인 헌신 뿐만 아니라 - 캠퍼스 내와 밖에서 - 성폭력과 대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주지사님의 관심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이제 PGA TOUR, 

Barclays, PGA TOUR 부인 협회와 함께, “SUNY’s Got Your Back”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 

지역의 대피소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에 있어서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뉴욕/뉴저지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 Barclay를 주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라고 Peter Mele, Barclays 전무이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SUNY와 파트너로서, ‘SUNY’s Got Your Back’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랜드마크 법안인 “Enough is Enough” (이제 그만)법의 제정에 서명한 

결과로, 뉴욕주 경찰은 폭력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중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캠퍼스 성폭행 피해자 부서를 발족시켰습니다. 이 부서에는, 대학교 직원에 대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고, 성폭력 혐의에 관련된 사건의 현지 법 집행기관들에 대한 수사 지원을 

제공해서, 예방 교육을 통하여 캠퍼스 성폭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11명의 

헌신적인 수석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행사에서 다수의 위문품 가방을 구매하였고, 자원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활동은 전문대학과 대학교로 재학생들이 돌아오는 이번 가을 학기에 

캠퍼스 성폭행에 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번 달에 시작된 공공 인식 캠페인에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피해자 부서는 현재 이달 말까지 뉴욕주 전 지역의 53개 

대학 캠퍼스에서 80회의 학생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George P. Beach II 뉴욕주 경찰 총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과 같은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수사관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예방 전략을 교육하고,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PGA TOUR, PGA TOUR 부인 협회, Barclays가 추가로 참여하게 된, “SUNY’s Got Your 

Back” 프로그램은 뉴욕주 경찰, Cortland의 JM Murray, Specialty Advertising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SAAGNY), 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뉴욕주 사무국, Staples, CVS 

Health, Field Notes, Dupli Envelopes and Graphics의 한 부서인 Notes Inc.가 지원해 



왔습니다. SUNY’s Got Your Back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www.suny.edu/gotyourback를 방문하세요. 

 

Joanne Zannoni, 성폭행 방지 뉴욕주 연합의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다른 단체의 재정 지원과 엄청난 개인적 헌신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넉넉한 기부는 수천명의 성폭력과 대인 폭력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뉴욕주의 여성, 아동,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폭력과 가정 

폭력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것입니다.” 

 

Connie Neal, 가정 폭력 방지 뉴욕주 연합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SUNY’s Got Your Back’ 프로그램 캠페인과 이 협력에 의해서 지원될 뉴욕주의 가까운 

동반자에 의한 폭력 피해자 수천명에 대해서 PGA TOUR가 보여준 엄청난 지원에 

흥분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은 대학 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두가지 위험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전체 지역사회의 생존자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SUNY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Joseph Storch, SUNY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SUNY’s Got 

Your Back’ 프로그램은 우리의 목표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2016년 

목표로 2,016개의 위문품 가방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캠퍼스에서 

4천개 이상의 위문품 가방이 완성되었거나 완성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작은 

기부를 목표로 PGA TOUR에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더 커다란 기부와 지역 

현지 기관에 즉시 배포될 5천개의 위문품 가방을 하루에 만드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PGA TOUR, PGA TOUR 부인 협회, Barclays에게 그들의 헌신과 관용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Gwen Wright, 가정폭력예방 뉴욕주 사무국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폭력 

또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공격의 후유증을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매년 뉴욕주 전 지역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PGA TOUR와의 협력으로, 우리가 현재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가정 폭력과 성폭행 방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나가는 것입니다.” 

 

Elizabeth Cronin, 피해자 지원 뉴욕주 사무국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의 무고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책임을 진 뉴욕주 기관으로, 심지어 작은 도움과 위안이라도 

회복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는 피해자들, 특히 가까운 동반자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위문품 가방들이 이러한 피해자들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첫번째 작은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SUNY를 지원합니다.” 

 

http://www.suny.edu/gotyourback


가정 폭력은 크고 작은 모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뉴욕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뉴욕시에서 가까운 동반자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만2천명 이상, Nassau 카운티와 Suffolk 카운티에서는 5천2백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뉴욕주의 나머지 주에서는, 뉴욕주 경찰기관이 가까운 동반자에 

의한 가정 폭력으로 약 2만7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대다수는 이성관계나 동성 관계 모두를 포함하여 가까운 동반자로부터 당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대학 캠퍼스의 성폭행이 널리 퍼져있고.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미국 대학 협회가 의뢰한 201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폭행 또는 성폭행 시도로부터 살아남은 여성 중 대략 4분의 1만이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법 통계국에 따르면, 강간 보고된 5 퍼센트 미만의 여대생만이 법 집행 기관에 

범죄 위험을 알렸습니다. 강간과 성폭행 피해 여대생의 오직 16 퍼센트만이 피해자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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