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3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바이러스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뉴욕 주립 대학교와 뉴욕 시립 대학교 중국, 이탈리아, 일본, 이란,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  

  

뉴욕 주립 대학교 및 뉴욕 시립 대학교는 학생 약 300명을 위한 즉각적인 귀국 여행 준비  

  

영향받은 국가에서 돌아오는 개인은 뉴욕 스튜어트 국제공항으로 비행하고 지정된 

기숙사에 격리 권고  

  

뉴욕 주립 대학교 및 뉴욕 시립 대학교의 캠퍼스 지원 미국 이외 지역 여행은 영향받은 

국가들에 대해 봄 학기 취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브리핑 중에 오늘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의 중국, 이탈리아, 일본, 이란, 한국 유학 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즉 COVID-19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중단하는 조치가 즉시 발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결정은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권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와 뉴욕 시립 대학교는 현재 해당 국가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는 모든 비필수 학생, 교수진 및 직원을 복귀시키고 14일간 격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개국 모두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레벨 2 또는 레벨 3 여행 통보를 발급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고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 보건 

시스템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와 뉴욕 시립 대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 내 유학 프로그램은 많은 주의를 기울여 즉시 중단되며 모든 학생과 직원은 

뉴욕으로 돌아와 14일간 격리됩니다. 진실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로 

우리는 검사를 완료하고 정보를 얻고 필요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 자원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뉴욕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전반적인 

위험은 여전히 낮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명예총장 Kristina John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건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해외의 우리 학생, 교수진 및 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하여 영향을 받은 국가 

내 유학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뉴욕 주립 대학교 가족들에게 귀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재정적 및 학문적 자원을 제공하고 오늘의 행동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캠퍼스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 및 

연방 차원의 모든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 명예총장 Félix V. Matos Rodrí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상하는 

공중 보건 위협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국가들의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건강,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 학생들이 상황이 변하여 더욱 복잡해지기 

전에 지금 돌아오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뉴욕 시립 대학교의 

캠퍼스와 학생들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이 재정적 또는 학문적 장애물 없이 학기 과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영향받는 국가의 뉴욕 주립 대학교 및 뉴욕 시립 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는 곧 한국, 이탈리아, 일본에서 뉴욕 스튜어트 

국제공항(New York Stewart International Airport )으로 오는 전세 항공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착 시 보건부 지침에 따라 현지 및 주 보건 담당자가 승객을 선별하고, 뉴욕 

주립 대학교는 지정된 뉴욕 주립 대학교 캠퍼스 기숙사로의 교통편을 마련하여 14일간 

격리를 시작합니다. 이후 뉴욕 주립 대학교와 뉴욕 시립 대학교는 캠퍼스, 보건부 및 지역 

보건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격리 기간 의료 모니터링, 원격 코스 연구 및 다양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와 뉴욕 시립 대학교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 봄 학기 동안 영향을 받는 

국가로의 캠퍼스 후원 미국 이외 지역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와 뉴욕 

시립 대학교는 지속적으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검토하고 보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다른 캠퍼스 후원 국제 지역의 향후 여행을 계속하거나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추가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소개  

뉴욕 주립 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고등 교육 종합 시스템이며, 모든 뉴욕 주민의 95% 

이상이 뉴욕 주립 대학교의 64개 칼리지 및 대학교 3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가을 현재, 뉴욕 주립 대학교 캠퍼스의 학위 프로그램에 415,500명이 넘는 

학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욕 주립 대학교는 1년간 약 140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점 이수 과정 및 프로그램, 평생 교육 과정,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는 뉴욕 학술 연구의 약 사분의 일을 감독합니다. 2019 

회계연도에 전체 시스템의 연구 비용이 17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이는 학생과 교수진의 

상당한 기여를 포함합니다. 전 세계에 300만 명의 뉴욕 주립 대학교 졸업생이 있으며 

대학을 나온 뉴욕 주민의 삼분의 일이 뉴욕 주립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에서 기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suny.edu를 

방문하십시오.  

  

뉴욕 시립 대학교 소개  

뉴욕 시립 대학교는 미국 최대의 도시 공립 대학으로, 뉴욕시의 생명력에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이동성의 혁신적인 동력입니다. 1847년에 미국 최초의 무료 고등교육 기관으로 

설립된 뉴욕 시립 대학교는 현재 뉴욕시 5개 자치구에 걸쳐 커뮤니티 칼리지 7곳, 시니어 

칼리지 11곳과 대학원 또는 전문 교육기관 7곳이 있으며, 50만 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매년 55,000개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의 품질과 경제성이 결합되어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을 모두 합친 것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산층과 그 이상으로 이끕니다. 대학 졸업생의 80% 이상이 뉴욕에 머물며 도시의 경제, 

시민 및 문화생활의 모든 측면에 기여하고 모든 부문에서 도시의 인력을 다양화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의 졸업생과 교수진은 노벨상 13개와 맥아더 "천재" 지원금(MacArthur 

"Genius" Grants) 26회를 포함하여 많은 권위 있는 명예를 받았습니다. 대학교의 

역사적인 사명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재력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일류 

공립 교육을 제공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suny.edu/
https://www.cuny.edu/about/colleges-schools/#community-colleges
https://www.cuny.edu/about/colleges-schools/#senior-colleges
https://www.cuny.edu/about/colleges-schools/#senior-colleges
https://www.cuny.edu/about/colleges-schools/#honors-professionalschools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25e01be-1edf33dd-425cf88b-000babd9069e-cffc4a90f80776a5&q=1&e=a5f030f6-48f7-4f4d-a059-c9a93ad99af4&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9394D23619AA1FE885258521005537DE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