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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날, HOCHUL 주지사는 이번 가을 안전하고 생산적인 복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 발표  

  

보건부에 모든 학교에서 보편적 마스크 요구 사항을 도입하도록 지시  

  

주지사, 학교 직원들을 위한 백신 의무화 방안 모색  

  

카운티 및 BOCES와 협력하여 5억 8,500만 달러의 연방 기금을 사용하여 학교 내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ite Aid 및 Bio 

Reference와 파트너십을 맺고 추가 백 투 스쿨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수백만 개의 마스크 확보  

  

취임 첫날, 주지사 Kathy Hochul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코로나19 (COVID-19) 

수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가을 안전하고 생산적인 복학을 보장하기 위한 새롭고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보건부에 

공공 및 사립 모든 학교에 보편적인 마스크 요구 사항을 도입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학교 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보건부는 공중보건 및 보건계획 

위원회(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에서 수립한 규제 조치를 통해 요구 

사항을 발표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학교 직원들에게 백신을 의무적으로 투여하거나 백신이 없는 경우 

매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옵션을 추구할 것이며, 보건부, 교육 관계자 및 입법부와 

함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수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주지사로서 제 우선순위 과제는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싸워야 합니다."라고 Kathy Hochul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제가 수립한 

최우선 과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학교로 돌아가게 하고 학교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즉시 보건부에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보편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시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테스트를 

광범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백 투 스쿨(Back to School) 코로나19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테스트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모든 학교 



 

 

인력에 대해 백신 접종을 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모든 노력을 달성할 것입니다."  

  

복학하는 학생들이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Hochul 지사는 뉴욕시 

외곽의 뉴욕주 보건부 및 BOCES와 협력하여 3억 3천 5백만 달러의 연방 기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코로나19 학교 테스트(COVID-19 Testing in Schools)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는 2억 2,500만 달러를 직접 지원받아 코로나19 학교 

테스트(COVID-19 Testing in Schools)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뉴욕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해 총 5억 8,500만 달러의 연방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2021~2022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보건복지부, Rite Aid 및 

BioReferenc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가적인 백 투 스쿨 코로나19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K-12 학년의 뉴욕 학생들은 115개의 Rite Aid 드라이브스루 위치에서 테스트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테스트를 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해야 하며 접종 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17세 이하의 학생들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드라이브스루 테스트 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져갈 수 있도록 

디지털 결과가 부모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검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학생의 가족이나 학군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테스트 프로그램 외에도, 뉴욕주는 어린이용 마스크 430만 개, 성인용 

마스크 약 1,000만 개, 그리고 거의 5,500만 개의 비외과적인 마스크를 미국 전역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State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를 근절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학생과 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7월 초부터 뉴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례가 10배 

증가했으며, 95%의 양성 환자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생률과 유병률에 근거한 결과는 이 마스크 요구 사항을 포함한 계층화된 예방 전략의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간단한 예방 조치이기는 하지만,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이번 가을 학생들이 복학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청장 Betty A. Rosa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학생, 교사,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교사들과 협의한 후 Hochul 주지사가 

취한 조치는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헌신과 학교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주 교육부는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 사항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통 방어선을 통해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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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복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Hochul 주지사와의 협업을 통해 모든 

뉴욕 시민들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학위원회(Board of Regents) 총장인 Lester W. Young,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회와 저는 Hochul 주지사가 주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같이 학생과 교사 모두를 지원하고 보호해준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학기 내내 대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코로나가 

전염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 교사, 교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모든 뉴욕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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