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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옴에 따라 신고식 방지 법안에 

서명 

 

바루크 대학(Baruch College) 19세 학생의 사망으로 새로운 법안 제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옴에 따라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오늘 신고식 방지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법안(S.2755/A.5200)은 동아리 가입 신고식에서 학생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식 시 특정 신체적 접촉 또는 행동을 금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동아리 신고식은 위험하고 무모하며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뉴욕주 전역의 대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안에 자랑스럽게 서명하는 바입니다.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시작함에 따라, 우리가 뉴욕주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학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절대 

용납하지 않기에 학부모와 학생 모두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러한 

신고식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이러한 위험한 

신고식을 방지하고, 학생들이 부상당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욕주 학생의 삶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동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Ken LaVal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대학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이 제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이 신고식으로 인해 친지를 

잃은 것을 슬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위험한 신고식 사건,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과용으로 일어났는지에 관계없이, 캠퍼스에서 비극적인 사망 및 부상 사건을 일으키는 

이 문제에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법안은 향후 위험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David Wepr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식은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Michael 

Deng 씨의 사망은 끔찍한 사건이나 충분히 예방 가능한 비극이었습니다. 피해자를 

기리고 미래에 가정이 비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안에 서명하여 생명을 구하고 Michael 씨의 가족을 위로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법안은 바루크 대학(Baruch College) 19세 학생 Michael Deng 씨의 사망과 2013년 

신고식 결과로 머리 부상을 입어 사망한 플러싱 주민 사건으로 인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신고식의 일환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만들거나 신체적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는 신체 활동을 요구하는 이는 1급 신고식 유죄 

판결을 받아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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