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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전국의 140여 개 대학교에서 뉴욕이 캠퍼스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개발한 “SPARC” 프로그램을 내려받았음을 발표  

  

전국의 교육기관에 성폭력과 대인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교육을 제공하여 인식을 

높이고 대학 캠퍼스의 폭력 예방  

  

오늘의 발표는 가정 폭력 인식의 달을 맞으면서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40여 개 대학교에서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이 학생들에게 성, 대인 및 관련된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돕기 

위하여 제공하는 성폭력 및 대인 폭력 예방과 대응 교육(Sexual and interpersonal 

violence Prevention and Response Course) 또는 SPARC라고 하는 무료 온라인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SUNY에서 뉴욕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와 협력하고 각 캠퍼스와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SPARC는 여기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과 뉴욕주 대학교를 위한, 뉴욕의 캠퍼스 

폭력 방지법인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Enough is Enough) 

법안(교육법(Education Law) 129-B)으로 개정된 클러리법(Clery Act)의 제4항(Title IX)에 

따른 교육 내용을 담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대학 캠퍼스 내 성희롱과 싸움에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기타 대학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 교육과정을 위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기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대학교에서 캠퍼스 성희롱에 대해 증가하는 인식을 증대하여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전에 Cuomo 주지사는 대학 캠퍼스의 

성희롱에 맞서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SUNY에서 

전국의 대학 캠퍼스가 나갈 방향을 이끄는 것은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성폭력 및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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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예방과 대응 교육은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기타 폭력과 싸우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SUNY 명예총장 Kristina M. John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Enough is Enough) 법은 대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침들로 

무장하게 하며 SPARC는 SUNY에서 우리주의 캠퍼스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자매기관과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발한 몇 가지 자원의 하나입니다. SUNY가 

이 영역에 바친 모든 노력은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SPARC는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식을 높이고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고등교육 기관에서 모든 학생에게 더욱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할 

것입니다.”  

  

CUNY 명예총장 James B. Millik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Y와 CUNY의 합작으로 

개발한 SPARC 교육과정은 이 두 시스템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신고 방법에 대해 더 나은 교육을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Cuomo 주지사님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건강하며 차별이 없는 학습 환경을 확보하여 성희롱과 

성폭력을 없애는 것이며 우리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2017년 4월에 SUNY와 CUNY는 함께 SPARC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시행하여 

학생들에게 성폭력, 대인 폭력 및 관련된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대학교들을 

도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칠판(BlackBoard) 강의 혹은 이와 비슷한 학습 관리 시스템의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설계하여 각 대학교가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지정하여 학생, 

교원, 직원 및 기관장들이 서로 교육하고 자신들의 캠퍼스, 정책 및 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대학교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올해 4월에 뉴욕에서 SPARC를 시행한 이래 150만 명 이상 학생의 교육을 책임진 전국 

140여 개 대학의 대표가 SPARC를 내려받아 SUNY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타 35개 주에 있는 대학교의 250명 

등록자와 세 개의 캐나다 행정주에서도 SPARC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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