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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중요 고지 사항: 뉴스데이(NEWSDAY)에 실린 CUOMO 주지사의 특별 기고문 학교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Cuomo: "우리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압니다. 우리 모두 가족 중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가족들이 아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단위에서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서 모두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뉴스데이(Newsday)는 롱아일랜드 지역사회 확진율보다 학교의 확진율이 낮다는 것은
모두가 공중 보건 지침을 준수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내용의 Andrew M. Cuomo 주지사 특별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특별 기고문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문 온라인 버전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청소년기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강력한 진실이기 때문에 아직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학교와 교사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이번
팬데믹의 위험을 거치고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학교에서 수십만 건의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외 없이, 뉴욕주
모든 지역에서 학교의 감염률은 주변 지역사회보다 낮습니다. 사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학교의 평균 감염률은 3% 미만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률이 5.3% 이상인 옐로우 존에서도
학교 감염률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마사페쿠아 파크(Massapequa Park)는
지역사회 감염률이 6.6%이지만 학교는 3.5%입니다. 롱아일랜드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하퍼지의 감염률이 6%이지만 학교의 감염률은 1.8% 입니다. 뉴 하이드
파크에서는 지역사회 감염률이 3.4% 이고 학교의 감염률은 1.5% 입니다. 론콘코마의
지역사회 감염률은 7% 이상이고 학교 감염률은 2.6% 입니다. 쇼셋의 지역사회 감염률이
3% 이상이지만 학교 감염률은 1.6% 입니다. 사우샘프턴의 지역사회 감염률은 2.8%,
학교는 1.1%입니다.
모든 부모가 알고 있듯이 학교는 일반적으로 질병이 쉽게 퍼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진정한 학교입니다.

그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학교는 기본 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합니다. 그들은 자주 손을
씻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친구와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즐겁고 진지하게 임합니다.
이들은 우리 모두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어른들이 대규모 모임을
주최하거나 현재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등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고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등 교육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압니다. 우리 모두 가족 중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가족들이 아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큰 수준에서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산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사람들이 현명하게 규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강력하지만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힘이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 레스토랑 및
대규모 모임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행동이 바뀌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소규모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감염원이
되었습니다. 집, 가족, 친구는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이 오고 있습니다. 터널 끝의 빛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현명하고
안전하게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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