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9월 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학교들의 안전한 개학을 위한 새로운 요구 사항 및 지침 발표  

  

 교사 및 기타 교직원(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교사 및 교직원)을 위한 코로나 19 검사 요구 사항, 

공중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 통과. 해당 규정은 여기 참조 및 DOH 결정서는 여기 참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K-12 학교 개학을 위한 새로운 지침(여기 참조)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안전하게 학교를 재개교하겠다는 그녀의 전략이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도약했다고 발표하면서, 학생과 교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공중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는 긴급 규정을 통과시켰고 보건 

위원회는 모든 교사, 행정처 직원 및 기타 학교 교직원들이 CDC 백신 카드나 Excelsior 

Pass와 함께 백신 접종 증명이 없는 경우 매주 코로나 19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가 교실 수업을 

위한 공식 지침을 확정 공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조치는 수업 시간 및 

과외 활동 동안 학교 건물에 머물러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한 주지사의 지난 주 마스크 착용 

요구 사항 발표에 뒤따른 조치입니다. 이 지침에는 직접 학습에 우선순위를 두고 백신 

접종, 얼굴 마스크, 물리적 거리두기 및 다른 영역 중에서 잠재적인 전염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검사에 대한 권장 사항과 요구 사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주로 

CDC 지침과 함께 추적되며 이러한 지침은 각 지구들이 따르도록 권고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학교는 지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갖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최우선 과제는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배우고 모두가 안전하도록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취임 첫날, 저는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마스크 요구 사항을 포함한 일련의 과감한 복학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직원들이 자신과 가족, 학생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정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거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으며, 저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커미셔너에게 매주 백신 검사 또는 증빙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 규정은 규정의 

언어에 설명된 대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뉴욕주의 모든 학교에 적용됩니다.   

https://regs.health.ny.gov/sites/default/files/pdf/emergency_regulations/COVID-19%20Reporting%20and%20Testing.pdf
https://coronavirus.health.ny.gov/system/files/documents/2021/09/2.62-determination.pdf
https://coronavirus.health.ny.gov/system/files/documents/2021/09/school-guidance.pdf
https://coronavirus.health.ny.gov/system/files/documents/2021/09/school-guidance.pdf
https://www.governor.ny.gov/news/first-day-office-governor-hochul-announces-comprehensive-plan-help-ensure-safe-productive
https://www.governor.ny.gov/news/first-day-office-governor-hochul-announces-comprehensive-plan-help-ensure-safe-productive
https://www.governor.ny.gov/news/first-day-office-governor-hochul-announces-comprehensive-plan-help-ensure-safe-productive
https://regs.health.ny.gov/sites/default/files/pdf/emergency_regulations/COVID-19%20Reporting%20and%20Testing.pdf


 

 

최근 Zoom 회의에서 학교 관계자, 노조 지도자 및 기타 교육 옹호자들은 주 보건 

전문가들에게 학교 재개학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과 지침을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학교는 구조 내에서 가능한 한 범위까지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지만 최소 거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대면 학습에서 학생들을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 간에 최소 3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장하며, 학생과 교사/직원 사이, 그리고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교사/직원 사이에서도 최소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적용대상 제외 

및 면제대상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공립 및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버스 등 

통학버스에서 학생과 운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보건부 Howard Zucke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을 

건강한 학습을 촉진하는 학교와 안전한 환경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 학군 

및 지역 보건부와 계속 일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및 

테스트에 대한 추가 지침과 통학버스 안전, 고위험 스포츠 및 과외 활동 탐색과 같은 

문제에 대한 권장 사항을 요청한 학부모, 교사 및 교육 옹호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8월 27일에 발행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커미셔너의 결정서는 실내 

스포츠 및 과외 활동을 포함한 모든 실내 환경에 적용됩니다. 실내 스포츠 및 수영과 같이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과외 활동의 경우,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교들은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참가자들에 대한 필수 선별검사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모든 교사 및 교직원에 대한 선별 검사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들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또한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감염자에게 노출된 학생, 교사 또는 교직원에 대해 진단 테스트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검사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과 상당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으며, 학교는 지역 보건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테스트-백신 요구 사항을 구현하는 것 이외에, DOH는 모든 공립 학군 및 비공립 학교가 

지역 보건 파트너와 협력하여 학생 및 직원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 클리닉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지침은 학군이 가족 및 지역사회와 코로나 19 

정보를 공유하는 또 다른 도구인 NYS School COVID Report Card 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보고 요구 사항을 계속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OH 학교 지침(여기) 및 PHHPC 규정(여기)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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