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11월 2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의 코로나19 퇴치 노력 진행 상황 발표  

    

주지사는 뉴욕 시민들에게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백신, 부스터, 검사, 
치료 등 수단 활용을 뉴욕 주민에게 당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보고된 주 전체 사망자 67명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코로나19 퇴치 노력 진행 상황에 대해 뉴욕 

주민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 우리 주에서 호흡기 

질환이 팽배ㅎ 있는 가운데, 저는 뉴욕 시민들이 경계심을 잃지 말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백신 복용량에 대해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모임이나 여행 전에 

테스트하십시오. 만약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가능한 치료법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Hochul 주지사는 오늘 전국적으로 감염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휴 시즌을 맞아 어린 

아이들과 고령자,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뉴욕 주민에게 촉구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연구실에서 확인된 주 전역 사례 수는 지난 

3주간 약 3배 증가했고, 입원자 수는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 초 Hochul 주지사는 공공 의식 재고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는 뉴욕주에서 유사한 

증상과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널리 발생하고 있는 세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Mary T. Bassett 박사가 뉴욕 주민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캠페인입니다. 뉴욕주 보건부가 제작한 이 비디오에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짧은 클립과 긴 버전 그리고 특히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겨냥한 버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urges-new-yorkers-take-steps-reduce-risk-respiratory-illnesses-holiday-season&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37276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LXwfbRs%2Bi3z9RG7p9u6%2BdREgdhuYac%2FuuYUTggA5cH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nyshc.health.ny.gov%2Fweb%2Fnyapd%2Fnew-york-state-flu-tracker&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529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NBfIMBWcTlGAMCV%2BD%2BI0brYs%2BTngwNUtU3AqTsqzGu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launches-public-awareness-campaign-protect-new-yorkers-against-respirator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529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sfxlZl12ABinyf7i%2Fuui06tHkgfWaSnM110KpJ2gf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G8BbiVdQ2A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529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Tmp4PqK5yHlXJ7cKrlTGmWuNR60gJCuGHjCD9kOw8G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youtu.be%2FjJbMCyI-WJo&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529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NWfxMQnxMtgzhgp0IRdRjhcjhf0Fo1dgaFu%2FKeQle%2B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7ESZh5u_jEU&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529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Z4Paaa7NSGttQElPx8uRopgbA2dmk6Cy7fFHmbc8UA%3D&reserved=0


 

 

Hochul 주지사는 뉴욕 시민들에게 5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권장되는 2가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다고 계속 상기시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 시민들에게 2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부스터 샷 접종 예약을 원하는 뉴욕 주민은 주치의, 

지역 약국, 지역 카운티 보건부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는 vaccines.gov를 방문하거나 

우편번호를 438829으로 문자 보내거나 1-800-232-0233번으로 전화하여 인근 장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에서 독감 시즌이 널리 나타나는 가운데 뉴욕 

주민들의 연례 독감 백신 접종을 독려합니다.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모두 현재 퍼져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 관리 시스템에 추가 스트레스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 보건부는 성인들과 부모들에게 자신과 6개월 이상 아이들을 위해 독감 예방주사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상기시키는 연례 공교육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이 광고는 지난 달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독감 백신 클리닉에 대한 정보는 현지 보건부에 문의하거나 vaccines.gov/find-

vaccines/를 방문하세요.   

  

오늘의 자료는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1. 10만 명당 확진자 수 - 15.18명  

2. 10만 명당 7일 평균 확진자 수 - 18.88명  

3. 보고된 검사 결과 - 38,418명  

4. 총 확진자 수 - 2,967명  

5. 양성률 - 6.88%**  

6. 7일 평균 확진율 - 5.87%**     

7. 입원 환자 - 2,919명(+275)  

8. 신규 입원 환자 - 1,045명*  

9. 중환자실 환자 - 287명(+33)  

10. 삽관 중환자 - 101명(+8)  

11. 총 퇴원 - 364,414명(+692)*  

12. HERDS를 통해 의료 기관에서 보고한 신규 사망자 수 - 67명*  

13. HERDS를 통해 의료 기관에서 보고한 총 사망자 수 - 59,288명*   

  

** 연방 보건복지부(HHS)의 검사 보고 정책 변경 및 기타 요소로 인해, 지역사회에 

대한 바이러스 영향력을 나타내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확진율이 아니라 

100,000명당 확진자입니다. 의료 전자 대응 데이터 시스템(Health Electronic Response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updated-covid-19-boosters-now-available-children&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529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0g12oSx21TFSUkPlbHyDYi2vHxDvPvKClymdg4Ojy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vaccines.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529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B536CWGEQTzukqAjal%2BGRP4G4O%2F%2Bv%2BtIE0rF%2B68L8fI%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health.ny.gov%2Fpress%2Freleases%2F2022%2F2022-10-05_annual_flu_shot.htm&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529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J0vb9gHmUHRhXML0s%2BmJ6SOXTA4SnV22g4NojIhdE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health.ny.gov%2Fpress%2Freleases%2F2022%2F2022-10-08_public_education_campaign.htm&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529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jxmfrXGQ8MaoR1bRARaOc%2FamUpNnlLOv0ZCADEL9A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health.ny.gov%2Fcontact%2Fcontact_information%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529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wjeIZKAkkgo0ZF0AxrQpmwYvelAURvMZ8ZoAWeFsNA%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vaccines.gov%2Ffind-vaccines%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529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T8PMQTnGATvpTO2pVozz19Sc4DUmvSLmxbCuxQLBJ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vaccines.gov%2Ffind-vaccines%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529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T8PMQTnGATvpTO2pVozz19Sc4DUmvSLmxbCuxQLBJ4%3D&reserved=0


 

 

Data System, HERDS), 즉 HERDS는 병원, 요양원, 성인 보호 시설이 보고하는 확인된 

일일 사망 데이터만을 수집하는 NYS DOH 데이터 출처입니다.     

  

중요사항: 4월 4일 월요일부터 시설은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음성 결과를 연방 

보건복지부(HHS)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뉴욕주의 양성 검사 결과는 

연구소에서 실시한 PCR 결과 만을 반영하게 됩니다. 양성 항원 검사 결과는 계속 

뉴욕주에 보고되며, 새로운 일간 확진 보고와 십만 명당 확진자 수치는 계속 PCR과 

항원 검사 결과 모두를 포함합니다. 검사 관행 변경 등 이러한 변경 및 기타 요소로 

인해, 지역사회에 대한 바이러스 영향력을 나타내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확진율이 아니라 100,000명당 확진자입니다.   

  

·     CDC에 보고 및 수집된 총 사망자 수 - 75,642명   

  

NYS DOH와 NYC가 CDC에 보고한 이 일일 코로나19 잠정 사망자 확인 데이터에는 

병원, 요양원, 성인 보호 시설, 가정, 호스피스 센터 및 기타 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장소에서 사망한 환자의 숫자가 포함됩니다.   

    

각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7일 평균 발병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Capital 
Region  9.02  8.91  9.07  

Central New 
York  7.57  7.83  7.90  

Finger Lakes  9.57  9.35  9.45  

Long Island  23.76  24.31  24.31  

Mid-Hudson  18.24  18.21  17.65  

Mohawk 
Valley  8.86  8.92  8.71  

New York 
City  24.63  24.69  24.65  

North 
Country  8.83  8.39  7.67  

Southern 
Tier  12.52  12.43  12.10  

Western 
New York  7.75  7.28  6.92  

뉴욕주 전역  18.96  19.00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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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Capital Region  4.83%  4.78%  4.80%  

Central New 
York  3.50%  3.63%  3.71%  

Finger Lakes  4.37%  4.28%  4.29%  

Long Island  6.10%  6.16%  6.21%  

Mid-Hudson  6.13%  6.07%  5.96%  

Mohawk Valley  4.36%  4.34%  4.29%  

New York City  6.32%  6.33%  6.34%  

North Country  4.46%  4.47%  4.32%  

Southern Tier  5.46%  5.38%  4.92%  

Western New 
York  5.26%  5.21%  5.07%  

뉴욕주 전역  5.88%  5.88%  5.87%  

     

** 연방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의 검사 보고 

정책 변경 및 기타 요소로 인해, 지역사회에 대한 바이러스 영향력을 나타내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확진율이 아니라 100,000명당 확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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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자치구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Bronx  7.07%  7.06%  6.99%  

Kings  5.71%  5.77%  5.82%  

New York  6.26%  6.28%  6.31%  

Queens  7.00%  6.95%  7.01%  

Richmond  5.12%  4.98%  4.82%  

     

** 연방 보건복지부(HHS)의 검사 보고 정책 변경 및 기타 요소로 인해, 지역사회에 

대한 바이러스 영향력을 나타내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확진율이 아니라 

100,000명당 확진자입니다.     

  

어제 뉴욕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뉴욕 주민 2,967명이 확진되었으며, 총 확진자 수는 

6,246,997명입니다. 지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자 수  새로운 확진자 수  

Albany                             75,423                                     18  

Allegany                             10,394                                      2  



 

 

Broome                             56,211                                      4  

Cattaraugus                             18,643                                     -   

Cayuga                             19,630                                      7  

Chautauqua                             28,386                                      5  

Chemung                             25,728                                     19  

Chenango                             11,382                                     -   

Clinton                             21,488                                      1  

Columbia                             13,099                                      7  

Cortland                             12,834                                      3  

Delaware                              9,684                                     -   

Dutchess                             79,825                                     21  

Erie  

                     

258,984                                     46  

Essex                              7,333                                      1  

Franklin                             11,660                                     -   

Fulton                             15,929                                      2  

Genesee                             16,026                                      2  

Greene                             10,408                                      5  

Hamilton                              1,052                                     -   

Herkimer                             16,853                                      2  

Jefferson                             25,635                                      8  

Lewis                              7,067                                     -   

Livingston                             13,870                                      2  

Madison                             16,231                                      1  

Monroe                            184,247                                     48  

Montgomery                             14,480                                      6  

Nassau                            515,080                                   299  

Niagara                             57,560                                     13  

NYC  

                        

2,906,630                                  1,728  

Oneida                             66,439                                     10  

Onondaga                            137,678                                     31  

Ontario                             24,997                                     10  

Orange                            131,072                                     46  

Orleans                             10,146                                      4  

Oswego                             33,233                                      8  

Otsego                             12,725                                      4  

Putnam                             29,665                                     20  

Rensselaer                             40,115                                      7  



 

 

Rockland                            112,104                                     54  

Saratoga                             58,993                                     22  

Schenectady                             41,877                                      9  

Schoharie                              6,312                                      1  

Schuyler                              4,209                                     -   

Seneca                              7,333                                      4  

St. 
Lawrence                             25,510                                      2  

Steuben                             24,381                                     11  

Suffolk                            532,169                                   260  

Sullivan                             23,194                                      6  

Tioga                             13,518                                      4  

Tompkins                             25,489                                     16  

Ulster                             40,722                                     10  

Warren                             18,001                                      6  

Washington                             15,048                                      5  

Wayne                             21,004                                     -   

Westchester                           315,332                                   163  

Wyoming                              9,678                                      3  

Yates                              4,281                                      1  

  

   

다음은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입원 환자의 수와 비코로나19 상태에 입원한 

환자의 수를 보여 주는 데이터입니다.  

  

지역  

현재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합병증으로 인해 

입원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합병증으로 인해 

입원한 비율  

코로나바이러스가 

입원의 워닌 주 

하나로 포함되지 

않은 입원  

코로나바이러스가 

입원의 워닌 주 

하나로 포함되지 

않은 입원 비율  

Capital 
Region  124  84  67.7%  40  32.3%  

Central 
New 
York  78  38  48.7%  40  51.3%  

Finger 
Lakes  285  85  29.8%  200  70.2%  

Long 
Island  510  229  44.9%  281  55.1%  



 

 

Mid-
Hudson  289  120  41.5%  169  58.5%  

Mohawk 
Valley  30  15  50.0%  15  50.0%  

New 
York City  1,341  525  39.1%  816  60.9%  

North 
Country  50  27  54.0%  23  46.0%  

Southern 
Tier  74  23  31.1%  51  68.9%  

Western 
New 
York  138  46  33.3%  92  66.7%  

뉴욕주 

전역  2,919  1,192  40.8%  1,727  59.2%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변이 추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데이터 | 

보건부(ny.gov).     

  

11월 19일 토요일부터 11월 21일 월요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67명의 총 신규 

사망자가 집계되어 총 사망자는 59,288명이 되었습니다. 거주 카운티별 지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신규 사망자 수                   

Bronx  5  

Broome  2  

Chautauqua  1  

Clinton  2  

Erie  1  

Kings  13  

Madison  1  

Monroe  6  

Nassau  6  

New York  4  

Niagara  2  

Ontario  1  

Orange  1  

Otsego  1  

Queens  11  

Rensselaer  1  

Saratoga  1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ronavirus.health.ny.gov%2Fcovid-19-variant-data&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529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qxMt6%2FLaHh5sU6XUtBvRtrGyf0On6q7lS621jJ24I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ronavirus.health.ny.gov%2Fcovid-19-variant-data&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529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qxMt6%2FLaHh5sU6XUtBvRtrGyf0On6q7lS621jJ24IY%3D&reserved=0


 

 

Schenectady  1  

Suffolk  3  

Sullivan  1  

Warren  1  

Westchester  2  

합계  67  

  

중요사항: 의료기관의 HERDS 데이터 집계는 주말과 휴일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고 
2022년 11월 21일 재개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11월 21일까지 
3일간의 누계 데이터 총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데이터는 최근 추세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별표(*)는 조정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5-11세 어린이를 위한 백신 예약을 하고자 하는 뉴욕 주민들은 자녀의 소아과 의사, 

가정의, 카운티 보건국, 연방 공인 보건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 

FQHC), 농촌 보건소 또는 해당 연령대의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약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과 보호자는 vaccines.gov, 를 방문하거나, 438829로 본인의 

우편번호를 문자로 보내거나 1-800-232-0233으로 전화하여 가까운 장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화이자(Pfizer-BioNTech) 코로나19 백신만 승인이 되었고 다른 코로나19 

백신은 아직 이 연령대에 대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접종소에서 화이자 백신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새로운 정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이 연령대의 부모님들과 보호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리소스를 보려시면 부모님 및 보호자를 위한 신규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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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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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vaccines.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529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B536CWGEQTzukqAjal%2BGRP4G4O%2F%2Bv%2BtIE0rF%2B68L8fI%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vid19vaccine.health.ny.gov%2Fcovid-19-vaccines-children-and-adolescent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529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BYxkHV6f0C%2Fcd4qVN%2BjN0QiZV4VXdZwKzRi66zt4m3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d099628fe79459709a708daccbf040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7418044529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Z%2BtjVM1eZAVHSN7jrnEddL0MJy9uZiHT16d%2Fr27O1vY%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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