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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군사적 성적 외상을 경험한 재향군인과 중요한 정보 및 자원을 

연결하는 것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  

  

재향군인 서비스 부서(Division of Veterans Services)가 웹사이트에 군사적 외상 

포털(Military Sexual Trauma Portal)을 유지하고 재향군인에게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위치에 대한 자원을 제공하도록 요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현역 또는 군사 훈련 중에 성적 외상을 경험한 

재향군인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자원을 연결하기 위한 법률 (S.5006-A/A.2459-A)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재향군인 서비스 부서(Division of Veterans' 

Services)는 웹사이트에 군사적 성적 외상 포털(Military Sexual Trauma Portal)을 

유지하여 재향군인이 군사적 외상에 대한 치료와 상담을 요청할 위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재향군인들이 군대에서 성적 외상을 

경험했으며, 이는 평생 지속되고 회복에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돌아온 재향군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이 새로운 법은 군사적 외상의 생존자들이 도움과 

상담을 구하고 삶의 다음 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evin S. Park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재향군인들은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었으며, 그들이 돌아와 필요한 적절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군사적 성적 외상(Military Sexual Trauma)은 

다수의 용감한 재향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 새로운 법은 그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고 재향군인들의 

대변인이 되어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Patricia Fah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재향군인들, 특히 나라에 

용감하게 봉사하면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성적 외상을 경험한 피해자에게 도움과 상담을 받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더 강한 뉴욕을 만들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 보훈부 미국 베테랑부(U.S. Department of Veteran Affairs)는 군사적 성적 

외상(Military Sexual Trauma)을 성적인 신체 폭행, 재향 군인의 현역 또는 현역 훈련 중에 

발생한 성적인 구타 또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으로 정의합니다.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 Affairs)는 퇴역군인부(Veteran’s Affairs, VA) 의료를 찾는 

군인들의 검사에서 5명의 여성 중 1명이 군사적 성적 외상(Military Sexual Trauma) 

검사를 받았을 때 "예"라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펜타곤의 통계에 따르면 군대의 

여성 3명 중 1명이 성폭행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는 일반 인구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이러한 충격적인 경험으로 고통받는 군대의 여성과 남성이 도움과 치료를 

찾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더 쉽게 얻도록 할 것입니다.  

  

새 법안은 90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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