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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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주 전역에서 31명의 사망자 보고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들에게 코로나19 퇴치 진행 상황에 대해 

업데이트하고 가을과 겨울 시즌에 더 흔해지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의 확산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을 업데이트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위해 가족들이 모임에 

따라, 뉴욕 주민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본인과 소중한 사람들,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백신 복용량에 대해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모임이나 여행 전에 테스트하십시오. 만약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가능한 치료법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Thanksgiving) 연휴를 맞이하여 Hochul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적절한 위생 조치 실시 등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역 병원의 환자 부담을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연구실에서 확인된 주 전역 사례 수는 지난 3주간 약 3배 증가했고, 

입원자 수는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번 달 초 Hochul 주지사는 새로운 공공 의식 재고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는 뉴욕주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고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독감 및 코로나1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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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chul 주지사는 뉴욕 시민들에게 5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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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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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Glenys.Rivas2%40otda.ny.gov%7Ce3de4b922791461a512b08dacd78b51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1558175695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OzCHNNG0sF9%2B0vQJts4K71meORIvdiJpXnxjEdY%2FBQ%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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Glenys.Rivas2%40otda.ny.gov%7Ce3de4b922791461a512b08dacd78b51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1558175695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ch%2BjK5TWzBOHwsySIy43GsY9XL2OAkv4qIy9VzOv2r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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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Glenys.Rivas2%40otda.ny.gov%7Ce3de4b922791461a512b08dacd78b51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155819131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CqqhqJ3woSS5bk5GGdmgi8EnxsblT%2F2yz3G0MgvCjL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G8BbiVdQ2As&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e3de4b922791461a512b08dacd78b51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155819131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Z1WLBgCNczFaTvIeiQAp14sv6g5K3XAuEkqjQPkQTE%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jJbMCyI-WJo%26feature%3Dyoutu.be&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e3de4b922791461a512b08dacd78b51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155819131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t9ZU63BeQ5EKE972DsPNpzRxdv1JaxJJnjwIgpnjcCo%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7ESZh5u_jEU&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e3de4b922791461a512b08dacd78b51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155819131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F2%2FiEAyfpfvHb%2FIWmxqQiAqWWNGYZ7y8kEUo9udj4cg%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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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Glenys.Rivas2%40otda.ny.gov%7Ce3de4b922791461a512b08dacd78b51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155819131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OYq9wLZduoGb2a6C3JfpABV2%2FuQh9RR1wvZuWoKkOU%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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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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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 명당 확진자 수 - 18.98명  

• 10만 명당 7일 평균 확진자 수 - 18.61명  

• 보고된 검사 결과 - 52,903명  

• 총 확진자 수 - 3,709명  

• 양성률 - 6.71%**    

• 7일 평균 확진율 - 5.95%**  

• 입원 환자 - 2,882명(-37)  

• 신규 입원 환자 - 442명  

• 중환자실 환자 - 281명(-6)  

• 삽관 중환자 - 96명(-5)  

• 총 퇴원 - 364,852명(+438)  

• HERDS를 통해 의료 기관에서 보고한 신규 사망자 수 - 31명  

• HERDS를 통해 의료 기관에서 보고한 총 사망자 수 - 59,3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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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전자 대응 데이터 시스템(Health Electronic Response Data System, HERDS), 즉 

HERDS는 병원, 요양원, 성인 보호 시설이 보고하는 확인된 일일 사망 데이터만을 

수집하는 NYS DOH 데이터 출처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vaccines.gov%2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e3de4b922791461a512b08dacd78b51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155819131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UMVJ%2FcIARoU%2B0pqaL0TL%2FudRUsjJ27rwb%2BLbRt%2BGh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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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Glenys.Rivas2%40otda.ny.gov%7Ce3de4b922791461a512b08dacd78b51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155819131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8VCaJxP5PnEhkP1KrH1%2B2mj0Cuu57bnQKLGCqbgHWQ%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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Glenys.Rivas2%40otda.ny.gov%7Ce3de4b922791461a512b08dacd78b51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155819131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2Z8qXiYn2E6amB59KlCca1TxFI0%2Bn%2B1rQA898e8Roo%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health.ny.gov%2Fcontact%2Fcontact_information%2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e3de4b922791461a512b08dacd78b51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155819131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8HI9wCMRW%2FKRxGRiqOJl%2BNthksOk%2BEtqyEaOGZbBYV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vaccines.gov%2Ffind-vaccines%2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e3de4b922791461a512b08dacd78b51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155819131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yptbS2oj7zEClUT8Ty3dp6suoNUtBV1XKUWSfgQey7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vaccines.gov%2Ffind-vaccines%2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e3de4b922791461a512b08dacd78b51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155819131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yptbS2oj7zEClUT8Ty3dp6suoNUtBV1XKUWSfgQey7c%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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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일요일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Capital Region  8.91  9.07  8.72  

Central New 
York  7.83  7.90  7.63  

Finger Lakes  9.35  9.45  9.38  

Long Island  24.31  24.31  23.77  

Mid-Hudson  18.21  17.65  17.71  

Mohawk 
Valley  8.92  8.71  8.89  

New York City  24.69  24.65  24.32  



 

 

North Country  8.39  7.67  7.47  

Southern Tier  12.43  12.10  11.83  

Western New 
York  7.28  6.92  6.59  

뉴욕주 전역  19.00  18.88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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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Capital Region  4.78%  4.80%  4.73%  

Central New 
York  3.63%  3.71%  3.81%  

Finger Lakes  4.28%  4.29%  4.17%  

Long Island  6.16%  6.21%  6.30%  

Mid-Hudson  6.07%  5.96%  6.08%  

Mohawk 
Valley  4.34%  4.29%  4.29%  

New York City  6.33%  6.34%  6.44%  

North Country  4.47%  4.32%  4.52%  

Southern Tier  5.38%  4.92%  5.20%  



 

 

Western New 
York  5.21%  5.07%  5.12%  

뉴욕주 전역  5.88%  5.87%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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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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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자치구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Bronx  7.06%  6.99%  7.11%  

Kings  5.77%  5.82%  5.91%  

New York  6.28%  6.31%  6.32%  

Queens  6.95%  7.01%  7.10%  

Richmond  4.98%  4.82%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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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9명이 확진되었으며, 총 확진자 수는 

6,250,706명입니다. 지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자 수  신규 확진  



 

 

Albany  75,450  27  

Allegany  10,396  2  

Broome  56,238  27  

Cattaraugus  18,648  5  

Cayuga  19,636  6  

Chautauqua  28,390  4  

Chemung  25,750  22  

Chenango  11,387  5  

Clinton  21,495  7  

Columbia  13,108  9  

Cortland  12,837  3  

Delaware  9,685  1  

Dutchess  79,872  47  

Erie  259,074  90  

Essex  7,336  3  

Franklin  11,662  2  

Fulton  15,935  6  



 

 

Genesee  16,033  7  

Greene  10,413  5  

Hamilton  1,054  2  

Herkimer  16,859  6  

Jefferson  25,649  14  

Lewis  7,069  2  

Livingston  13,875  5  

Madison  16,241  10  

Monroe  184,340  93  

Montgomery  14,485  5  

Nassau  515,433  353  

Niagara  57,583  23  

NYC  2,908,643  2,013  

Oneida  66,461  22  

Onondaga  137,709  31  

Ontario  25,002  5  

Orange  131,134  62  



 

 

Orleans  10,149  3  

Oswego  33,236  3  

Otsego  12,728  3  

Putnam  29,694  29  

Rensselaer  40,127  12  

Rockland  112,172  68  

Saratoga  59,019  26  

Schenectady  41,888  11  

Schoharie  6,316  4  

Schuyler  4,209  -  

Seneca  7,336  3  

St. Lawrence  25,514  4  

Steuben  24,398  17  

Suffolk  532,466  297  

Sullivan  23,209  15  

Tioga  13,520  2  

Tompkins  25,501  12  



 

 

Ulster  40,739  17  

Warren  18,009  8  

Washington  15,050  2  

Wayne  21,009  5  

Westchester  315,569  237  

Wyoming  9,682  4  

Yates  4,284  3  

  

다음은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코로나19/코로나19 합병증 입원 환자의 수와 

비코로나19 상태로 입원한 환자의 수를 보여 주는 데이터입니다.  

  
  

지역  

현재 

입원

한 

코로

나19 

환자  

코로나바이

러스 또는 

코로나바이

러스 

합병증으로 

인해 입원  

코로나바이

러스 또는 

코로나바이

러스 

합병증으로 

인해 

입원한 

비율  

코로나바이

러스가 

입원의 워닌 

주 하나로 

포함되지 

않은 입원  

코로나바이

러스가 

입원의 워닌 

주 하나로 

포함되지 

않은 입원 

비율  

Capita
l 

Regio
n  

125  78  62.40%  47  37.60%  

Centr
al 

New 
York  

74  35  47.30%  39  52.70%  



 

 

Finger 
Lakes  

266  80  30.10%  186  69.90%  

Long 
Island  

523  245  46.80%  278  53.20%  

Mid-
Hudso

n  
282  112  39.70%  170  60.30%  

Moha
wk 

Valley  
27  13  48.10%  14  51.90%  

New 
York 
City  

1,334  527  39.50%  807  60.50%  

North 
Count

ry  
42  25  59.50%  17  40.50%  

South
ern 
Tier  

75  26  34.70%  49  65.30%  

Weste
rn 

New 
York  

134  41  30.60%  93  69.40%  

뉴욕

주 

전역  

2,882  1,182  41.00%  1,700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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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데이터 | 보건부(ny.gov).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ronavirus.health.ny.gov%2Fcovid-19-variant-data&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e3de4b922791461a512b08dacd78b51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155819131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A3NYcqnaW7U88uJcXy50su9URAfSP758Jv5K1q6AsM%3D&reserved=0


 

 

어제, 코로나19로 인한 31명의 총 신규 사망자가 집계되어 총 사망자는 59,320명이 

되었습니다. 거주 카운티별 지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신규 사망자 

수  

Albany  2  

Cayuga  1  

Clinton  1  

Dutchess  1  

Kings  3  

Madison  1  

Monroe  2  

Nassau  1  

New York  4  

Onondaga  1  

Oswego  1  

Queens  3  

Richmond  1  

Schenectady  1  

Schuyler  1  

St. 
Lawrence  

2  

Steuben  1  

Suffolk  2  

Tioga  1  

Westchester  1  

총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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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vaccines.gov%2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e3de4b922791461a512b08dacd78b51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155819131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UMVJ%2FcIARoU%2B0pqaL0TL%2FudRUsjJ27rwb%2BLbRt%2BGh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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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Glenys.Rivas2%40otda.ny.gov%7Ce3de4b922791461a512b08dacd78b51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155819131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sm46X6MWCROQojtcJ3a01a6GVcSBumvBp5%2BeQTvlbo%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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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e3de4b922791461a512b08dacd78b51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155819131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4dqASEZOuWTWwpp103C%2B4mL48lR%2Fwn9dlVp0InNgD74%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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