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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CUOMO 주지사는 뉴 노멀의 교육을 재구상하는 

청사진을 개발하기 위해 게이츠 재단과의 협력을 발표  

  

뉴욕주 및 게이츠 재단은 미래 교육의 모습에 대한 주요 질문에 답할 전문가들을 모집할 

예정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고 공유하도록 

요청하는 새 콘테스트 발표, 관심 있는 뉴욕 주민은 WearAMask.NY.Gov에서 확인 가능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2,239건을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321,192건으로 증가했으며 41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과 협력하여 뉴 노멀(new 

normal)의 교육을 재구상하기 위한 청사진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이 K-12 

학교와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뉴욕주와 게이츠 재단은 

미래 교육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고려할 것입니다.  

• 학생들의 위치와 관계없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 기술을 활용해 학교와 대학들 사이에 공유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을 포함해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불평등을 줄일 방법.  

•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교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 교육자들이 기술을 활용할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할 방법.  

• 학생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K-12, 칼리지 및 

대학의 장벽을 기술을 활용해 허무는 방법.  

•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감안할 때 몰입형 클라우드 가상 교실 학습과 

같은 교실 기술을 배포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대규모 수업 또는 강의실 환경을 

재현하는 방법.  

  

주정부는 게이츠 재단과 협력하여 이러한 질문에 답할 지도자 그룹을 모을 것이며, 

게이츠 재단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으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해 뉴욕주를 

지원할 것입니다.  

https://coronavirus.health.ny.gov/node/2871


 

 

  

Cuomo 주지사는 또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고 공유하도록 뉴욕 주민에게 요청하는 새로운 콘테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수상 동영상은 공익광고(Public Service Announcement)로 사용됩니다. 동영상의 길이는 

30초 미만으로 입과 코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뉴욕 주민들은 WearAMask.ny.gov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은 매우 스트레스가 심한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하며 이전보다 더 튼튼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배울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교육이며, 모든 사람이 교실에 앉아 

있는 오래된 교육 시스템 모델은 뉴 노멀에서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정상화할 

때 미래를 위해 재구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협력하고 모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교육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2,239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321,192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321,192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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