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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SUNY 및 CUNY 캠퍼스가 안전하게 다시 개학할 수 있도록 봄 학기
안내서를 발행했다고 발표

정기적으로 캠퍼스에 출입할 예정인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및 필수 사전
테스트 요구
모든 캠퍼스에 지속적인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
모든 교직원에게 백신 접종 요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봄학기 동안 정기적으로 캠퍼스에 출입하는 모든 학생들이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접종받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백신 접종 의무화의 지속을
포함하는 봄학기 개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추가 요구사항에는 학기
복학을 앞두고 사전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정기적으로 캠퍼스에 출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각
캠퍼스는 학기 내내 양성 사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속적인 테스트 계획을 개발하고
전달할 것입니다. 뉴욕주에서 지역사회가 코로나 사례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캠퍼스는 백신 접종 상태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상관없이 보편적 실내 마스크를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학생들이 봄 학기 동안 학교에
머물고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직접적인
대학 경험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조치를 통해 학생들은 캠퍼스에
머물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UNY와 CUNY 캠퍼스는 팬데믹과 싸우기
이해 탁월한 노력을 기울여 일반 인구보다 코로나19 비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할 때입니다."
캠퍼스에서 정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이제
2022년 봄 학기 동안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합니다. 캠퍼스는 학생들이 부스터 백신접종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계획과 기간 요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SUNY와 CUNY 캠퍼스는 또한 학기 내내 지속적인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시행한 적이 있다면 이를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캠퍼스는 학생들에게 전달될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개발할 것입니다. 캠퍼스는 또한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들을
위한 면제 절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SUNY는 코로나19 사례 추적기에서 실시간 결과를 계속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NY는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듣기 시작한 2020년 가을
학기 초부터 캠퍼스에서 거의 3백만 개의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평균 0.45%가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주 전체 및 주변 커뮤니티 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CUNY는 매주 코로나19 안전 추적기에 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이는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25일 이후, CUNY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95,000개의 테스트를 시행했으며 누적된 평균 양성률은 0.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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