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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COVID-19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뉴욕시, 웨스트체스터, 서퍽 

및 나소 공립학교를 이번 주에 폐쇄한다고 발표  

  

웨스트체스터, 나소, 서퍽은 3월 16일 월요일부터 폐쇄  

  

뉴욕시는 학교 급식에 의존하는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부모, 특히 중요한 

의료 종사자 및 응급요원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Cuomo: "아이들이 해를 입지 않고 병원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일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학교를 폐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워서 침 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COVID-19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이번 주에 뉴욕시, 웨스트체스터, 나소, 서퍽 학교를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나소, 서퍽의 학교는 3월 16일 월요일부터 2주간 문을 닫습니다.  

  

뉴욕시는 학교 아침 및 점심 식사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24시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학부모, 특히 중요한 의료 

종사자와 응급요원들이 필요에 따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뉴욕시 

학교는 이번 주 초에 휴교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의료 시스템이 

관리할 수 있는 속도로 늦추는 것이며,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밀집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학교를 폐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예상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무료 학교 급식에 의존하는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의료 종사자와 응급요원들에게 적절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학교를 폐쇄할 것이지만 아이들이 해를 입지 않고 병원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일의 사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워서 침 

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George Gresham 서비스 노동자 국제 연합 1199(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1199, 1199 SEIU) 회장, Judy Sheridan Gonzalez 뉴욕주 

간호사협회(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 회장, Ken Raske 그레이터 뉴욕 

병원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s Association) 회장, Mike Mulgrew 미국 교사 

연맹(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회장에게 학교 아침, 점심 급식에 의존하는 

아이들이 계속 지원을 받도록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임시 보육 센터 등 

필요에 따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센터는 의료 종사자 및 

응급요원 자녀의 보살핌을 우선으로 하여 학교 폐쇄로 병원 및 응급 대응 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일찍, 주지사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Empire State 

College) 총장인 Jim Malatras에게 학교 폐쇄 준비를 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겼으며, 여기에는 식량이 부족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가정이 적절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웨스트체스터, 서퍽, 나소 소속 카운티 행정책임자들은 오늘 일찍 Cuomo 주지사와의 

콘퍼런스 통화에 참석하여 폐쇄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George Latimer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카운티는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는 효과적인 수단을 보장하기 위해 주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룹 행사 및 회의를 취소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사회적 접촉을 

제한하고, 추가적인 검사 및 의료 수요를 예측하는 것 모두 주지사 및 주 정부와 협력하는 

대응의 일환입니다. 이번 주에 실시할 다음 단계는 적절한 보육 및 영양 공급을 보장하는 

학교 폐쇄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퍽 카운티의 Steve Bellone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에서 

COVID-19의 확진 사례가 증가하면서 우리는 지난 며칠간 주 및 지방 파트너들과 학교 

폐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더 넓은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학교 폐쇄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옳은 조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서퍽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이 위기에 대처하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지역구의 빠른 조치 및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나소 카운티의 Laura Curra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공립 및 

사립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을 완전히 뒷받침해 주시고, 이러한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나소 카운티의 모든 어린이를 완전히 돌보도록 헌신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의 안전과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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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97a7684-1542d1e6-49788fb1-000babd9f75c-3e38ec2e1a4f07ce&q=1&e=93c5a332-a84a-46b0-b0ac-e184f14d9d88&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5B1AC55EEF97BA388525852C00749E7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