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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다수당다수당다수당다수당 리더리더리더리더 FLANAGAN 및및및및 하원의장하원의장하원의장하원의장 HEASTIE, 대학대학대학대학 캠퍼스캠퍼스캠퍼스캠퍼스 성폭력을성폭력을성폭력을성폭력을 

퇴치하기퇴치하기퇴치하기퇴치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ENOUGH IS ENOUGH”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합의합의합의합의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 상원 다수당 리더 John Flanagan 및 하원의장 Carl E. 

Heastie는 오늘 뉴욕주에서 대학 캠퍼스의 성폭행을 퇴치하기 위한”Enough is Enough” 

법안에 대한 3자 합의에 도달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뉴욕주 전역의 학생들을 위한 승리의 날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주지사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본인은 이 법안으로 뉴욕주가 대학 캠퍼스의 성폭행과 

싸우는 전국적 리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이 조치는 너무 오랫동안 전국 

학교들에 만연해온 문제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큰 전진입니다. 다시 한 번 

뉴욕주는 다른 주들이 따라올 표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본인은 이 법안에 가능한 한 속히 

서명하기를 고대합니다.”  

 

상원 다수당 리더 John Flanag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우리가 협력하여 

우리 대학 캠퍼스가 모든 학생들을 위해 안전한 학습 환경이 되도록 성폭행과 싸우고 

근절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여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본인은 이 

문제에서 Ken LaValle 상원의원의 노고와 Cuomo 지사와 Heastie 하원의장에게 

감사하며 우리가 이 아주 중요한 법안에서 긍정적 결과를 달성하도록 도와주신 본인의 

동료 및 옹호자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하원의장Carl Heasti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마땅히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캠퍼스 성폭행은 피해자의 

삶을 혼란에 빠트리고 그들의 초점을 공부에서 빼앗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가 

고발하도록 장려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고발을 취급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책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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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 극악한 행위의 피해자들을 위한 지지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뉴욕주는 

캠퍼스 성폭행에 대항한 싸움의 길을 계속 선도해야 합니다.” 

 

상원 고등교육위원회 의장인 Ken LaValle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민감한 주제에 사려 깊은 종합적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를 

위해서는 극히 중요한 보호를 제공하며 모든 관련자들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당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상술합니다. 이 대책은 캠퍼스 성폭행과 싸우고 

퇴치하기 위한 명확한 길과 이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행동 방침을 제공합니다. 즉 

모든 대학생들의 교육을 규정하고; 예방법을 권장하며 이러한 사건의 판결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며 주 전역의 우리 

대학생들을 더 잘 보호할 것입니다.” 

 

하원 고등교육위원회 의장인 Glick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캠퍼스 

성폭행은 긍정적 대학 경험을 크게 감소시키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효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LGBT 커뮤니티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대학생들을 강간, 성폭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및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신 동료 의원들께 본인은 찬사를 보냅니다.” 

 

이 캠퍼스 성폭행 예방 및 대응 법안은 지난 1월에 Cuomo 지사가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법안 내용: 

• 동의를 성적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는, 모든 참가자들 사이의 알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상호 결정으로 정의하는, 적극적인 동의에 대한 전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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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퍼스가 신고된 성폭력 사건 및 그 판결과 취급에 대한 종합 데아터를 주 

교육부에 매년 제출하기 위한 보고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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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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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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대응자가 생존자에게 외부 법 집행 기관에 접촉할 권리를 알릴 요건. 

 

지난 여러 달에 걸쳐 Cuomo 지사는 그의 제안을 위한 지지를 모으기 위해 'Enough is 

Enough' 캠페인을 주도해왔습니다. 1월 이래 이 캠페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공무원, 단체 및 커뮤니티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 레이디 가가, 또한 주지사와 함께 컬럼 공동 저술; 

• 전주18명의 카운티 집행관 중 17명; 

• Whoopi Goldberg, 이 캠페인을 위한 비디오 촬영; 

• 전주40여명의 시장들; 

• 전주100여명의 선출직 공무원; 

• 약 20명의 뉴욕주 의회 의원; 

• 50여개의 전주 및 지역 단체 이외에 30개의 옹호 그룹, 커뮤니티 단체 및 노조와 

14개의 노동 그룹; 

• 전주28명의 공공 안전 공무원; 

• Barnard 대학과 Syracuse, Columbia, Fordham 및 New York 대학교들의  학생 단체;  

• 하원 민주당 리더 Nancy Pel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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