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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시 교육부의 학교 구내식당 점검 결과에 대한 온라인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학교 

구내식당과 주방 점검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깨끗한 주방에서 안전하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당연한 조치가 투명성과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평안을 제공하며 저는 이런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자랑스럽습니다.”  

  

이 법안(S.4173-A/A.7684)은 도시 지역 내의 학교 구내식당이나 주방에 대해 검사한 후 

결과를 반드시 뉴욕시 교육부의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행정 규제를 요구합니다. 게시내용은 반드시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하며 

규정 위반 내용, 해당 법규 및 시정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밖에, 각 학교의 교장은 

반드시 한해에 한 번씩 부모들에게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학군 

웹사이트에서 알려야 합니다.  

  

상원의원 Jeff Klein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합니다. 

문제는 레스토랑과 달리 부모님들이 이런 시설들이 건강 규제 점검 약관에 부합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음식 저장온도와 손 씻기와 

같은 경한 위반 외에도 쥐와 생쥐의 똥, 파리 및 기타 벌레 같은 것들이 있는 상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들이 종래로 대중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입법부가 부모들에게 위반 상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접속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의 투명성을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서명하여 부모들이 

중요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원의원 Catherine Nol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 

구내식당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법안을 지지해 주신 Cuomo 주지사와 Heastie 대변인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공립학교를 졸업한 아이의 부모로서 부모가 이런 실상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최근, 국립학교 점심 법(National School Lunch Act)에 따라 학교는 매년 최소 두 번의 주 

혹은 지역 보건부 식품안전 조사를 받아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쉽게 보이는 곳에 붙이고 

대중이 공개 요청을 할 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법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조사 결과를 일반 대중이 접속 가능한 온라인에 게시하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 법은 오늘부터 90일 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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