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8월 3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코로나19 델타 변종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방침 발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한 뉴욕주 전체의 주간 검사 계획을 발표  

  

지약 보건부에게 부스터샷 배포를 위탁하고, 이를 위해 6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  

 

주에서 감독하는 모든 시설의 직원들을 위한 백신 접종 의무 검토  

 

올가을 정상적인 개학을 지원하기 위한 주지사의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침 수립  

  

주지사가 취임한 첫 날 입법화한 마스크 착용 요건과 연방 자금을 통해 5억 8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학교 검사 프로그램을 준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COVID-19) 델타 변이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고 뉴욕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에 대해 업데이트했습니다. 

 

주지사는 버팔로 대학교 약대(University at Buffalo Jacobs School of Medicine)에서 

연설할 때 지자체, 주 보건부, 공중보건 및 의료기획 위원회(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와 미리 협력하여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공립학교 및 차터스쿨 

교직원들을 위한 주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주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 및 의회 

시설의 백신접종 요건을 수립할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부스터 샷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주 전역의 보건부에 6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모든 커뮤니티는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의 싸움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델타 변이가 

특히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협력해야 

극복할 수 있으므로 부스터 샷을 접종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며, 기존의 안전 

수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학생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교로 돌아가고 학생과 

교사, 교직원을 보호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뉴욕주 보건부의 지침 이외에도 주지사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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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공중보건 및 의료기획 위원회와 미리 협력하여 접종을 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의료 시설의 모든 직원들의 백신접종을 의무화한다는 지난주 보건부의 발표 이후, 

뉴욕주는 주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의 직원에게도 이러한 방침을 의무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부는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부스터 샷을 전달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뉴욕에서 부스터 샷을 배포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지사는 

이를 위해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지역 보건소에 6500만 달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8월 30일 기준 뉴욕의 코로나19 현황:  

• 보고된 검사 결과 - 95,579명  

• 총 확진 - 3,789명  

• 확진률 - 3.96%  

• 7일 평균 확진율 - 3.35%  

• 입원 환자 - 2,234명(+48)  

• 신규 입원 환자 - 232명  

• 중환자실 환자 - 484명(+16)  

• 삽관 중환자 - 247명(+18)  

• 총 퇴원 - 192,839명(+185)  

• HERDS를 통해 의료 기관에 의해 보고된 신규 사망자 수 - 22명  

• HERDS를 통해 의료 기관에서 보고한 총 사망자 수 - 43,573명  

• CDC에 보고 및 수집된 총 사망자 수 - 55,602명  

 

8월 31일 오전 11시 기준 뉴욕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 총 백신 투여 횟수 - 23,665,694회  

• 지난 24시간 동안의 총 백신 접종 분량 - 46,143회  

• 지난 7일 동안의 총 백신 접종 분량 - 367,128회  

• 백신 접종을 최소 1회 맞은 18세 이상 주민의 비율 - 77.0%  

•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18세 이상 주민의 비율 - 69.9%  

• 백신 접종을 최소 1회 맞은 18세 이상 주민의 비율(CDC) - 79.7%  

• 백신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주민의 비율(CDC) - 71.6%  

•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뉴욕 주민 - 64.9%  

•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뉴욕 주민의 비율 - 58.5%  

•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뉴욕 주민(CDC) - 67.3%  

•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뉴욕 주민의 비율(CDC) - 60.0%  

 

8월 30일 기준 뉴욕주 서부의 코로나19 현황:  

• 보고된 검사 결과 - 4,320명  

• 총 확진 - 244  

• 확진률 - 5.6%  



 

 

• 7일 평균 확진율 - 4.11%  

• 입원 환자 - 135명(+8)  

• 신규 입원 환자 - 15명(+1)  

• 중환자실 환자 - 39명(+2)  

• 삽관 중환자 - 33명(+1)  

• 총 퇴원 - 9,233명(+6)  

• HERDS를 통해 의료 기관에 의해 보고된 신규 사망자 수 - 2명  

• HERDS를 통해 의료 기관에서 보고한 총 사망자 수 - 2,586명  

• CDC에 보고 및 수집된 총 사망자 수 - 해당 사항 없음  

 

8월 29일 기준 뉴욕주 서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데이터:  

• 총 백신 투여 횟수 - 1,548,815회  

• 지난 24시간 동안의 총 백신 접종 분량 - 1,636회  

• 지난 7일 동안의 총 백신 접종 분량 - 15,439회  

• 백신 접종을 최소 1회 맞은 18세 이상 주민의 비율 - 72.3%  

•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18세 이상 주민의 비율 - 67.7%  

•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뉴욕 주민 - 61.3%  

•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뉴욕 주민의 비율 - 57.1%  

   

CDC는 뉴욕주 서부나 기타 지역에서 다음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1회 이상 접종한 18세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한 뉴욕 주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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