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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대학생을 위한 화재 예방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
“Kerry Rose 화재 스프링클러 통보법”은 Marist College의 캠퍼스외 기숙사에서의 비극적 화재 후

화재 예방 및 안전에 대해 대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공사립 대학교가 대학 소유 또는 운영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화재 안전 및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대한 서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화재 안전 및 예방은 특히 젊은이들이 자신을 화재시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무슨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종종 모르는 대학교에서 최우선 순위여야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Marist 학생 Kerry Rose Fitzsimons과 다른 두 젊은이들이 작년 화재에서 목숨을 잃은
것은 우리 주 전체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새 법률은 우리가 이 같은 비극적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 화재 안전 인식을 높일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에 의하면 대학은 연방 요구 연례 보고서의 일환으로 화재 안전 기준을 발표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대학들은 입소 절차의 일환으로 그러한 기준에 대해 거주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주지사가 오늘 서명한 새 법률(A. 5715-A/S. 4180-B)은 뉴욕주의
공사립 대학교가 캠퍼스 내외의 대학 소유 또는 운영 기숙사에 거주하는 각 학생에게 화재 안전
통지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기숙사에 화재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학생 기숙사의 화재 안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이 통지서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대학의 캠퍼스 화재 안전 보고서를 입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새 법률은 즉시 발효됩니다.
이 법률은 Kerry Rose 화재 스프링클러 통보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erry Rose Fitzsimons는 Marist
College의 학생이었는데, 2012년 1월 화재시에 그녀의 캠퍼스외 기숙사에서 다른 두 명과 함께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화재 예방 및 안전에 대해 대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Kerry Rose 재단”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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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상원의원 Joseph Robac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대학 기숙사를 선택할 때 가장 안전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 법안에 서명한 Cuomo 지사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 법률이
뉴욕주 전체의 학부모들 마음을 편하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원의원 Michael DenDekk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캠퍼스 내외의 대학 소유
기숙사에서의 화재 안전의 중요성과 소방 시스템의 안전 추가에 대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을
교육하기 위한 Kerry Rose 재단을 시작한 Kerry Rose Fitzsimons의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본인은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학생에게 통보하도록 대학에
요구하는 본인의 법안(A5715)에 Cuomo 지사가 서명하여 기쁩니다. 본인은 대학생과 그
가족들에게는 개인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으며, 이 경우에는
화재 안전이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이 크게 줄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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