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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ENOUGH” 법 준수에 대해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포괄적 검토 결과 발표 

  

240개 이상 단과 및 종합 대학교 검토 후 다수의 학교에서 “Enough is Enough” 법을 잘 

지키고 있음이 드러나 - 여기에서 보고서 확인  

  

완벽하게 준수하려면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추가 조치 필요  

  

“Enough is Enough” 법, 대학 캠퍼스 내 성폭행을 단절할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 244개 대학 교육 기관에서 “Enough Is 

Enough”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etsy DeVos 

교육부장관이 대학 캠퍼스 내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Title IX 보호책을 폐기 및 대체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한 후 시행한 검토 결과, 다수의 단과 및 종합 대학에서 해당 법을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준수하려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성폭행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 

대학에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전 뉴욕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Title IX 보호책을 폐지하려는 연방 정부의 위험한 조치가 있으나, 뉴욕주와 

행정부는 피해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성폭행과의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이 시달리고 있는 유행성 

성폭행으로부터 뉴욕 대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커다란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 전 지역 다수의 

대학에서 Enough is Enough 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피해 

여성과 남성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위하여 전 뉴욕 대학 캠퍼스가 

안전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폭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스토킹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교에서 본 법을 준수하고 캠퍼스 내 성폭행 혐의를 적절히 

수사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뉴욕주 전 지역의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5 년, “Enough is Enough”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은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교 캠퍼스 내 성폭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정책입니다.  

  

뉴욕주 전 지역 검토에 따르면 많은 대학에서 "Enough is Enough” 요건을 따를 조치를 

취했으나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한 필수 단계를 거치지 않은 학교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캠퍼스 안전처(Office of Campus Safety, OCS)에서는 완벽하게 

준수하지 않는 학교에 통지합니다. 이러한 학교는 30일 내에 완벽하게 준수할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후 60일 내에 완벽 준수를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전문은 뉴욕주 캠퍼스 안전처(Office of Campus Safety) 웹사이트에서, 

데이터 분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5개 학교(38.9%)에서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몇 학교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학생들을 보호하는 혁신적 접근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i)관련 법 집행, 

(ii)성폭행 피해자에게 더 나은 도움을 주기 위한 캠퍼스 행정부 및 피해자 서비스, 

(iii)학생들에게 정보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및 필요 시 도움을 주는 직접 접근법 

사용.  

 

 29개 대학(11.9%)에서는 학교 정책 요소가 상당히 부족하여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0개 대학(49.2%)에서는 잘 따르고 있으나 요건을 준수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i)훈련 지속성, (ii)학생들이 이용할 적절한 서비스 부족, (iii)학생 교육 완료 입증, (iv)정보 

접근 및 이용, (v)기밀성의 정의, (vi)누락되고 일관성 없거나 모순되는 정보, (vii)해결 

절차 불응.  

  

본 예비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 위하여 캠퍼스 안전처(Office of Campus Safety)와 

보조 단체에서는 성폭행 보고서 조사 및 판단 시 미흡한 대학 정책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어 2차 검토를 시작할 것입니다. 2차 검토에는 캠퍼스 문서 이외에 관행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며, 첫 검토 시 잠재적 문제가 드러난 캠퍼스 검토, 보고서 취급 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기타 캠퍼스 검토를 포함합니다.  

  

확산되는 문제와 대학 및 사례별로 다른 문제를 발견하고 개인 식별 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한 우수 사례를 식별하며 개인, 목격자, 피해자, 응답자의 신원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할 필수 조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지원을 포함, 협력 단체들과 함께 

작업할 것입니다.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orders-comprehensive-statewide-review-compliance-enough-enough-law-protect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EnoughisEnoughPreliminaryReport_September192017.pdf
https://www.ny.gov/enough-enough-combating-sexual-assault-college-campuses/new-york-state-office-campus-safety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Enough-is-Enough-Review-Spreadsheet-with-Totals.htm


 

 

“Enough is Enough”는 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모든 대학은 다음을 채택 또는 시행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동의에 대한 전주적 정의는 동의를 성적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는, 

모든 참가자들 사이의 알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상호 결정으로 정의;  

 성폭행 또는 기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는 학생에게 마약 및 알코올 사용 

같은 특정 캠퍼스 정책 위반에 대한 면책이 부여되도록 하기 위한 전주적 

사면 정책;  

 학생 권리 장전, 캠퍼스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자신의 법적 권리와 적절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이 

권리 장전을 배포할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 권리장전은 학생들이 

성폭행을 주 경찰을 포함한 외부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를 포함하여 관리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교육의 요건.;  

 캠퍼스에서 보고된 성폭력 사건 및 해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에 매년 제출할 보고 요건;  

  

본 검토 결과는 예비용이며 대학에서 제출한 정보에 따릅니다. 캠퍼스 안전처(Office of 

Campus Safety)는 서류 제출 시 대학이 모든 필수 정보를 확실히 포함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캠퍼스 안전처(OCS)는 학교 기관들과 함께 보고서 정보를 

보충하도록 작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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