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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반차별 보호를 공립 학교로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  

  

본 법안은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에 공립 학교 내 따돌림, 괴롭힘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차별에 대한 보고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의 적용 범위를 공립 학교로 

확대하는 법안(S.4901/A.3425)에 서명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또한 뉴욕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에 공립 학교 내 따돌림, 괴롭힘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차별에 대한 보고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반차별 보호를 공립 학교로 확대하는 

것은 주지사의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에 포함되어있었으며 여성 

어젠다(Women's Agenda)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학생은 따돌림, 괴롭힘과 차별 없는 교육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평등과 공정이라는 뉴욕의 유산을 

쌓고 공립 학교 학생들이 마땅한 보호를 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어떠한 개인도 뉴욕에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받고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한 

장소여야 하며, 우리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법안은 반차별 

보호를 주 전역의 공립 학교로 확대해 모두가 포용적인 교육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은 평등과 공정성의 가치를 인권법(Human Rights Law)으로써 법령에 새긴 최초의 

주였으며, 70년 전에 모든 뉴욕 주민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판결에서 뉴욕주 상소법원(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은 공립 학교가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 교육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고, 주정부 인권국(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은 공립 학교 

학생들에 의한 따돌림, 괴롭힘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차별에 대한 보고를 조사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인권국이 30년 가까이 공립학교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으며, 결국 인권국은 당시 공립학교를 상대로 

접수된 70여 건의 고발을 기각해야 했습니다. 본 법안은 인권법(Human Rights Law)을 

개정해 모든 공립 학교 학생과 기관을 차별에서 보호할 것입니다.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커미셔너 Angela Fernand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립 학교에 대한 인권국의 관할권을 회복하여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 

아래 모든 학생을 따돌림과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은 만인을 위한 

평등권 보장을 선도하기에,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은 이 법안의 복원에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Shelley May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Cuomo 주지사께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주는 역사적이고 필수적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뉴욕의 모든 

공립 학교 학생들은 강력한 인권법(Human Rights) 아래에서 따돌림,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이 보호 범위를 모든 학생으로 확대해 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Erik Dil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학생은 교육기관의 형태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관계없이 마땅히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본 법안으로 모든 

학생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인정받으며, 뉴욕주는 악랄한 차별로부터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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