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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각 지역의 감염률에 따라 뉴욕주 전역의 학교가 올 가을에 열 수 있다고
발표

모든 지역의 감염률은 엄격한 보건부 지침에 따라 모든 학교가 재개하는 데 대한 주의
기준에 의해 필요한 수치보다 낮아
대면 또는 부분적 재개는 개별 교육구에 따라 지역별로 결정될 예정
보건부는 교육구에서 제출한 재개 계획을 검토하고 월요일에 지역구의 상태를 통보
교육구는 8월 21일 이전에 학부모들과 3~5회의 공개 회의를 필수적으로 개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각 지역의 감염률에 따라 올 가을에 주 전역의 학교를
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지역의 감염률은 학교 개방에 대한 주정부의
기준값보다 낮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교육구에서 제출한 재개 계획을
검토하고 월요일에 지역구에 상태를 통보합니다. 주 전역의 749개 교육구 중 127개
교육구는 아직 보건부에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다른 50개 교육구의 계획은
불완전하거나 부족합니다. 개별 교육구가 재개하는 방법(대면 대 혼합 모델)의 결정은
엄격한 보건부 지침에 따라 지역 교육구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건부의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교육구가 원격 교육 계획과 학생 및 교사의 검사 및 추적 계획을
온라인으로 게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구는 또한 학부모들과 8월 21일 이전에
3~5회의 공개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허가되며, 재개
계획을 다루기 위한 교사들과의 회의 한 회도 마찬가지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감염률을 기준으로, 뉴욕주는 현재 가장
좋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학교를 열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감염률을 낮게 유지하였으며, 경제
재개에 이용했던 같은 수준의 지식을 학교 재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
지침은 국가와 같이 가장 현명한 것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우리의 경제 재개 지침은
국가에서 가장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명하게 행동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고 계속 현명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육구의 계획 안에서 학교에 돌아가기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보건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뉴욕의 가족은 완전히 정보를 받고 대화 일부를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몇 주
동안 교육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당사자가 함께하도록 합니다."
어제 뉴욕주에서 보고된 70,170건의 검사 중 714건, 즉 1.0%만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3일간 각 지역의 양성 검사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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