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대학 캠퍼스 내의 성폭행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ENOUGH 

IS ENOUGH (EIE)” 법의 준수에 대해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검토 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고등 교육 기관에서 “Enough 

Is Enough” 법의 준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뉴욕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는 법의 준수에 대한 현장 점검은 모든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교 당국이 성폭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스토킹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고 캠퍼스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2015 년에 “Enough Is Enough”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교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정책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주지사로서, 아니 아버지로서 더욱, 뉴욕 

학생들의 안전이 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뉴욕은 대학 캠퍼스 내의 성폭행을 뿌리뽑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을 법으로 제정하여 미국을 선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대학이 이 법을 준수하여 그 의무를 다 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의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교들이 이 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뉴욕주립경찰(New York State Police),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s Services),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 SED) 등 

여러 부서를 대표하는 직원들이 포함된 복수기관 합동팀은 이 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사립 및 공립의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교의 기록 및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지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검토를 통해 각 교육 기관이 뉴욕주 

교육법(state education law) 제 129-B 조항에 따라 절차 채택, 학생 및 교직원 교육, 권리 

통지, 수사 지휘 등에 대한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평가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가을 학기 초에 모든 학교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2017년 9월 1일까지 최초 



 

 

보고서를 배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나중에 예비 검토 및 발견 사항 등을 추가 수사를 

통해 타당하게 입증해야 하는 경우, 심층적인 분석 및 관행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뉴욕의 획기적인 “Enough Is Enough” 법은 뉴욕의 모든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교들이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성폭행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절차와 지침을 한 

묶음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정책들에는 뉴욕주에서의 긍정적인 동의에 대한 

정의, 뉴욕주 전 지역의 동일한 사면 정책, 법 집행 및 공공 의료 서비스 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뉴욕주 전체의 동일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기타 요건 중에서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교들은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 EIE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서면 규칙 및 절차를 채택하고 모든 학생에게 그 규칙 

및 절차를 제공하며 아울러 학교 웹 사이트에도 게시할 것.  

• 희생자 및 피의자들에게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는 표준 징계 절차를 

채택하십시오. 표준 징계 절차에는 공정 심리 절차, 보고한 후의 희생자 보호, 

학생의 폭행 책임을 밝히는 영구적인 성적 증명서에 대한 통지 등이 포함됩니다.  

• 캠퍼스 성폭행에 대한 “학생 권리 장전(Students’ Bill of Rights)”을 채택하십시오. 

이 권리 장전은 또한 반드시 학생들에게 배포되어야 하며 아울러 학교 웹 

사이트와 캠퍼스 전체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중심 위치들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의 요건들에 대해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을 교육하십시오.  

• 트라우마 정보를 토대로 한 인터뷰와 수사에서 수사과정에 관여하는 수사관들 및 

관련자들을 교육하십시오. 부적절한 심문으로부터 폭행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진행 중에 있는 학생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십시오.  

• EIE에 따른 특정 법률, 정책, 절차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모든 1 학년 학생들에게 

교육 제공.  

 모든 학위 과정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제공. 

·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성폭행 예방에 관한 필수 교육을 학생 

단체 리더들과 학생 운동 선수들에게 제공. 

·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성폭행 예방에 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위험에 처한 하위 집단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제공. 

· 폭력 예방에 관해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복수의 방법 

활용. 



 

 

·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성폭행 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학부모들과 공유. 

• 적어도 2 년에 한 번씩 이 법과 그 인식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캠퍼스 

상황 평가를 실시하십시오.  

• 매년 법의 모든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뉴욕주 교육부(SED)의 인증을 

받으십시오. 

 

이 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주 경찰 내에 성폭행 및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 첨단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성폭행 

피해자과”로 불리는 새 과, 이 과는 캠퍼스 경찰 또는 지역 법집행 기관에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 커뮤니티에 훈련도 제공해야 합니다;  

• 다양한 파트너들을 통해 캠퍼스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1000만 달러 투입, 

예산은 다음과 같이 분할: 학생들에게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강간위기센터에 450만 달러, 성폭행 피해자과를 창설하기 위해 주 경찰에 450만 

달러, 대학교들에게 100만 달러;  

• 긴급상황 대처자(first responders)가 뉴욕주립경찰(New York State Police)이나 

해당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기 위해 생존자들의 권리를 생존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요구 사항. 

 

이 교육은 주립 경찰 캠퍼스 성폭행 희생자 분과 (State Police Campus Sexual Assault 

Victims Unit)가 진행중인 다른 봉사 활동에 추가로 포함됩니다. 이 분과는 성폭행 사고를 

줄이고 성폭행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Enough Is Enough 법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이 분과는 뉴욕주의 대학의 거의 모든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하여 300 건이 넘는 교육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으며 거의 90 번의 교육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이 분과는 또한 115 건이 넘는 대학교 성폭행 사건들을 수사하거나 

지원했습니다. 

 

대학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방문 외에도, 이 분과는 가을 학기에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올 때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6년 8월 8 주간 지상파 라디오 방송, 광고 게시판, 

소셜 미디어 캠페인 등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미디어 캠페인은 올해 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Enough Is Enough 법의 일환으로 주립 경찰 캠퍼스 성폭행 희생자 분과 (State Police 

Campus Sexual Assault Victims Unit)는 성폭행 사건의 발생률을 낮추고 성폭행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뉴욕주립경찰(State Police)은 뉴욕주립경찰의 

지원을 요청하는 희생자를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 직통 전화 844-845-7269 번을 

개통했습니다.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에 따르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5년 한 해에만 대학 캠퍼스에서 9,200 건이 넘는 강제적 성범죄 (강간 및 

추행)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뉴욕 주립 대학들이 보고한 712 건의 강제 

성범죄와 뉴욕 시립 대학들이 보고한 91 건의 강제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국립 법무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의 2007 년 연구에 따르면, 대학에 다니는 

여성의 19 퍼센트와 대학에 다니는 남성의 6 퍼센트가 학부생 과정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성공한 성폭행의 희생자들입니다. 국립 법무 연구소(NIJ)에 따르면, 대학에 

다니는 여성들이 대학에 편입되지 않은 동갑내기 여성들보다 더 커다란 성폭행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