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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새로운 코로나19 데이터 허브 웹사이트가 공공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보를 중앙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다고 발표  

  

새로운 웹사이트 는 하나의 코로나19 데이터 접근 페이지  

  

헬스 데이터 NY의 데이터 접근성을 확대하여, 사용자들은 엑셀 등의 형식으로 보건 

자료 다운로드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 중앙집중형 웹사이트에서 뉴욕주 코로나19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웹사이트는 과거 공개한 자료를 재정비하여 더욱 

쉽게 접근, 열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규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또한 더 많은 

코로나19 데이터를 헬스 데이터 NY(Health Data N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신규 데이터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기존 데이터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투명성 증대를 

위한 또 하나의 조치입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들과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히 이번과 같이 전례없는 팬데믹 기간에 이러한 노력에 더욱 

경주에 할 것입니다."   

   

신규 웹사이트는 코로나19 데시보드를 일원화한 것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의 다양한 

대시보드를 헤매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홈페이지는 16개의 

주요 데이터 페이지를 다섯 개의 주요 카테고리로 조직화했습니다. 또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는 팬데믹 초기에 만들었던 수 개의 대시보드를 

재정비하여 최근의 수요에 맞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 업데이트 개요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대시보드(COVID-19 Testing Dashboard):  

• 총 확진자 지도에 두 개의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여 십만 명 당 확진자(Cases per 

100k), 7일 평균 및 검사 확진자 비율(7-day avg and Test % Positive), 7일 

평균(7-day avg)이 되었습니다. 적절하게 정보를 해석하여 카운티 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총 검사 수의 위치를 이동시켜 특정 카운티를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를 재정비하여 최신 

데이터를 총 데이터 앞에 위치시키고, 표시를 조금 변경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https://coronavirus.health.ny.gov/covid-19-data-new-york
https://coronavirus.health.ny.gov/covid-19-data-new-york


  

• "표 보기(table view)" 정보를 이제 지도 및 "지역 및 카운티 별 확진자 

변화(Positive tests over time, by region and county)"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총 확진율을 제거했지만, 지도 페이지에서 총 확진/총 검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일간 추세(daily trends)" 그래프는 "지역 및 카운티 별 확진자 변화"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 별 검사 확진율(Percentage 

Positive Results by County)" 대시보드 및 "지역 별 검사 확진율(Percentage 

Positive Results by Region)" 대시보드는 하나의 대시보드로 통합하여 지역 및 

카운티 수준의 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과거 코로나19 대시보드 오른쪽 

하단의 버튼을 통해 연결되었던 사망자 데이터는 별도 페이지로 독립했습니다.  

   

• 사망자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과거와 동일하지만 이제 가독성을 개선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 및 성인 돌봄 시설의 PDF를 

통합하여 장기 돌봄 시설 섹션에 배치했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경고 모니터링 대시보드(COVID-19 Early Warning Monitoring 

Dashboard)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필요없는 지역 재개 결정 기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십만 명 당 확진자는 코로나19 검사 대시보드(COVID-19 Testing 

Dashboar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원자 관련 상세 정보는 헬스 데이터 N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 업데이트 개요  

  

대시보드와 더불어, 추가 데이터셋을 헬스 데이터 N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엑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정보를 쉽게 다운로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스 데이터 NY는 추가적으로 코로나19 학교 보고 카드(COVID-19 

School Report Card), 요양원 및 성인 돌봄 시설 사망 데이터, 성별 및 우편번호 별 병원 

입원자, 직원 백신 접종자 수 등 자진신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헬스 데이터 NY 추가 데이터 총 목록:   

·     학교: 네 개의 데이터셋은 각 개별 학교에서 보고한 확진 학생, 교원, 직원 수를 

비롯해 스크리닝 및 진단 검사 수 등을 포함합니다.    

o  뉴욕주 전역 학교 코로나19 신고 카드(New York State Statewide School 

COVID-19 Report Card) 협력 교육 서비스 위원회(Boards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BOCES) 데이터, 2021-2022  

o  뉴욕주 전역 학교 코로나19 신고 카드 사립학교 데이터, 2021-2022  

o  뉴욕주 전역 학교 코로나19 신고 카드 차터 학교 데이터, 2021-2022  

o  뉴욕주 전역 학교 코로나19 신고 카드 공립학교 데이터, 2021-2022  



·     요양원/성인 돌봄 시설(ACFs): 양로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코로나19 사망 

의심자 수는 사망으로 인한 퇴원자 수와 함께 확인 가능하며, 공공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로원 PDF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뉴욕주 전역 코로나19 양로원 및 성인 돌봄 시설 사망(New York State 

Statewide COVID-19 Nursing Home and Adult Care Facility Fatalities).  

·     백신 접종 완료(Vaccine Completion): 카운티 별 일간 백신 1차 접종자 및 백신 

접종 완료자 총 수  

o  카운티 별 뉴욕주 전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데이터(New York State 

Statewide COVID-19 Vaccination Data by County)  

·     병원:   

o  병원 전자 대응 데이터 시스템(Hospital Electronic Response Data System, 

HERDS) 성별에 따른 병원 설문조사 코로나19 입원자 - 일간 주 전역 

데이터  

o  병원 전자 대응 데이터 시스템(HERDS) 우편번호 별 병원 설문조사 

코로나19 입원자 - 일간 주 전역 데이터  

o  병원 전자 대응 데이터 시스템(HERDS) 병원 설문조사 코로나19 입원 - 

2020년 3월 26일 이후 시설 별 일간 데이터:  

§ 최근 입원, 신규 입원 허용, 입원 이후 확진 판정, 퇴원, 중환자실(ICU) 

입원 중, ICU 삽관, 만료, 총 퇴원, 총 사망  

§ 총 병상/가용 병상/이용 중 병상, 총 ICU 병상/사용 병상/이용 중 병상  

§ 보고된 총 입원자 및 연령 별 현재 입원  

o  백신 접종 병원 직원 - 총 직원 수, 직원 총 수, 일부 또는 완전 접종 완료자 

수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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