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6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6월 24일 뉴욕주 코로나19 주 재난 비상사태 종료 발표  

  

주 전역의 7일 평균 확진율이 0.36%, 79일 연속 감소 및 26일 연속 최저치 기록  

  

지난 24시간 동안 52,526회분의 백신 투여  

  

어제 주 전역에서 코로나19로 6명이 사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2020년 3월 7일에 선포된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인한 주 재난 비상사태를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성공적인 예방 

접종률과 주 전역의 입원 및 확진율 감소와 함께 뉴욕의 코로나19에 대한 극적인 진전을 

감안하여, 비상 선언은 6월 24일 목요일 이후에 만료됩니다.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지침은 

계속 유효합니다. 여기에는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개인뿐만 아니라 대중 교통 탑승자 및 

의료, 요양원, 교정 시설 및 노숙자 보호소와 같은 특정 환경에서 마스크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보건부는 이러한 환경에서 마스크 규정과 기타 건강 

예방 조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임시 지침을 활용할뿐만 아니라 법률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주 기관, 지방정부, 병원 및 기업의 팬데믹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병원은 공간과 인력을 추가할 수 있었고, 

회의가 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되었으며, 변화하는 환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최악의 확진율을 보이는 곳 중 하나에서 

가장 낮은 확진율을 보이는 곳 하나로 이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 현명함을 유지하고 협력하며 해야 할 일을 한 뉴욕 주민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뉴욕에 대한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 재난 비상사태가 끝나고 주를 재구상, 재건 및 갱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novel-coronavirus-briefing-governor-cuomo-declares-state-emergency-contain-spread-virus
https://www.governor.ny.gov/news/novel-coronavirus-briefing-governor-cuomo-declares-state-emergency-contain-spread-virus


 

 

  

오늘의 자료는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 보고된 검사 결과 - 90,350명  

• 총 확진 - 310명  

• 양성률 - 0.34%  

• 7일 평균 확진율 - 0.36%  

• 입원 환자 - 474명(-12)  

• 신규 입원 환자 - 64명  

• 중환자실 입원 환자 - 104명(-3)  

• 삽관 중환자 - 60명(-2)  

• 총 퇴원 - 184,386명(+68)  

• 사망- 6명  

• 총 사망 - 42,942명  

• 총 백신 투여 횟수 - 20,702,818회  

• 지난 24시간 동안의 총 접종 분량 - 52,526회  

• 지난 7일 동안의 총 접종 분량 - 406,783회  

•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18세 이상 뉴욕 주민의 비율 - 68.6%  

•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만 18세 이상 뉴욕 주민의 비율 - 62.2%  

•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만 18세 이상 뉴욕 주민의 비율(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 71.2%  

•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18세 이상 뉴욕 주민의 비율(질병 통제 예방 센터) 

- 63.5%  

•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모든 뉴욕 주민의 비율 - 56.9%  

•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뉴욕 주민의 비율 - 51.2%  

•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모든 뉴욕 주민의 비율(질병 통제 예방 센터) - 

59.1%  

•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뉴욕 주민의 비율(질병 통제 예방 센터) - 52.3%  

  

최근 3일간 보고된 지난 7일간 각 지역의 평균 확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1년 6월 20일 

일요일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Capital Region  0.42%  0.40%  0.44%  

Central New 
York  

0.40%  0.49%  0.49%  

Finger Lakes  0.46%  0.46%  0.48%  

Long Island  0.41%  0.40%  0.38%  

Mid-Hudson  0.33%  0.34%  0.33%  

Mohawk Valley  0.37%  0.33%  0.28%  

New York City  0.36%  0.35%  0.35%  



 

 

North Country  0.58%  0.52%  0.58%  

Southern Tier  0.42%  0.40%  0.40%  

Western New 
York  

0.27%  0.27%  0.25%  

뉴욕주 전역  0.37%  0.36%  0.36%  

  

지난 3일간 보고된 각 뉴욕시 자치구의 7일 평균 확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시 

자치구  

2021년 6월 20일 

일요일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Bronx  0.40%  0.38%  0.38%  

Kings  0.32%  0.31%  0.31%  

New York  0.29%  0.28%  0.28%  

Queens  0.37%  0.34%  0.35%  

Richmond  0.60%  0.61%  0.63%  

  

어제 뉴욕주에서 뉴욕 주민 3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총 감염자 수는 

2,095,233명입니다. 지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24,722  3  

Allegany  3,561  0  

Broome  18,641  3  

Cattaraugus  5,723  0  

Cayuga  6,338  0  

Chautauqua  8,959  0  

Chemung  7,776  0  

Chenango  3,507  2  

Clinton  4,839  0  

Columbia  4,068  0  

Cortland  3,931  1  

Delaware  2,388  2  

Dutchess  29,493  2  

Erie  89,620  3  

Essex  1,593  0  

Franklin  2,563  0  

Fulton  4,425  1  

Genesee  5,439  0  

Greene  3,405  0  

Hamilton  315  2  

Herkimer  5,196  0  



 

 

Jefferson  6,159  2  

Lewis  2,811  0  

Livingston  4,527  2  

Madison  4,567  1  

Monroe  69,090  11  

Montgomery  4,254  0  

Nassau  183,825  16  

Niagara  20,051  1  

NYC  938,747  178  

Oneida  22,644  0  

Onondaga  38,998  8  

Ontario  7,410  2  

Orange  48,365  5  

Orleans  3,121  0  

Oswego  7,633  1  

Otsego  3,465  1  

Putnam  10,623  0  

Rensselaer  11,242  3  

Rockland  46,986  5  

Saratoga  15,398  2  

Schenectady  13,213  3  

Schoharie  1,694  0  

Schuyler  1,081  0  

Seneca  2,011  0  

St. Lawrence  6,654  3  

Steuben  6,961  1  

Suffolk  201,261  24  

Sullivan  6,686  2  

Tioga  3,838  1  

Tompkins  4,353  1  

Ulster  13,918  1  

Warren  3,668  1  

Washington  3,165  1  

Wayne  5,791  4  

Westchester  129,757  11  

Wyoming  3,585  0  

Yates  1,179  0  

  

어제 코로나19로 인해 뉴욕 주민 6명이 사망했으며, 총 사망자 수는 42,942명입니다. 

거주 카운티별 지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신규 사망자  

Erie  1  

Monroe  1  

Rockland  1  

Seneca  1  

Steuben  1  

Westchester  1  

  

이제 모든 뉴욕주 대규모 백신 접종소는 자격 대상인 뉴욕 주민들이 선착순으로 예약 

없이 방문하여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었습니다. 주정부 운영 대규모 백신 

진료소에 예약을 잡고자 하는 주민들은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 앱 웹사이트 

또는 1-833-NYS-4-VAX로 전화하여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보건부, 약국, 

의사 또는 병원에 연락하여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예약 일정을 잡거나 vaccines.gov를 

방문하여 가까운 장소의 백신 예약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제 23,674명의 뉴욕 주민들이 첫 번째 백신 접종을 받았고, 32,174명이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예방 접종을 받은 뉴욕 주민들의 지역별 지리적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신을 최소 1회 

접종받은 주민    

일련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  
  

지역  누적 합계  
지난 24시간 

동안 증가  
누적 합계  

지난 24시간 

동안 증가  

Capital 
Region  

661610  889  608123  1397  

Central New 
York  

524373  663  483405  903  

Finger Lakes  671199  877  620976  1420  

Long Island  1494063  3482  1339880  6000  

Mid-Hudson  1209337  2653  1081267  3971  

Mohawk 
Valley  

258795  377  238482  415  

New York 
City  

5244937  12781  4642820  14785  

North Country  236127  311  219732  588  

Southern Tier  343447  548  316779  626  

Western New 
York  

725844  1093  653163  2069  

뉴욕주 전역  11369732  23674  10204627  32174  

  

https://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_blank
https://www.vaccines.gov/


 

 

코로나19 백신 현황 대시보드(COVID-19 Vaccine Tracker Dashboard)에서 뉴욕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배포에 대한 최신 소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DOH)는 모든 코로나19 백신 관리 

데이터를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예방 접종 시설에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백신 관리 데이터는 뉴욕주 예방 접종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뉴욕주 면역 정보 시스템(New York State Immunization 

Information System, NYSIIS) 및 시 면역 등록부(Citywide Immunization Registry, CIR)를 

통해 집계한 뉴욕주 보건부 데이터는 연방 정부에서 집계한 데이터와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연방 데이터에는 연방 정부 접종분을 비롯해 기타 경미한 차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수치 모두 상기 공개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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