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3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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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4일 주 전역에서 21명의 사망자 보고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들에게 코로나19 퇴치 진행 상황에 대해 

업데이트하고 겨울 시즌에 더 흔해지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의 확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에 대해 알렸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경계를 늦추지 말고 

본인과 소중한 사람들,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반드시 백신 복용량에 대해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모임이나 여행 전에 테스트하십시오. 만약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가능한 치료법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적절한 위생 조치 실시 등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 독감,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역 병원의 환자 부담을 줄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이번 겨울 뉴욕주의 겨울 보건 대비 상황에 대한 소식을 

뉴욕 주민들에게 새롭게 알렸을 때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는 최근 티비와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12주 캠페인을 시작하여, 기저 질환이 있는 뉴욕 

주민에게 코로나19 최신 권고에 따른 2가 백신 접종으로 심각한 발병 및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권고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 비만, 당뇨, 심장 

및 폐 질환, 면역체계 질환자 등입니다.   

   

또한 3월 4일 끝나는 주간 동안 뉴욕주 보건부는 주간 독감 감시 보고서를 공개하여 

인플루엔자가 현재 시즌까지 22주 연속 주 전역에서 총 319,547명의 양성 사례가 

보고되는 등 주 전역에 걸쳐 지정학적으로 여전히 널리 퍼져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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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a29fdc8953364949124508db258a99f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50495070250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L%2FkmqT6ZjIExYxvgIGbocdoQTINy4xYUqK1wbA%2BI9X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video-audio-photos-rush-transcript-governor-hochul-updates-new-yorkers-winter-health&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29fdc8953364949124508db258a99f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50495070250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3nTJ8Pn1amOxqiqMPnHLEtL6h%2BBE8iPjueRdiQYVjw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health.ny.gov%2Fpress%2Freleases%2F2023%2F2023-02-24_bivalent%2520booster.htm&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29fdc8953364949124508db258a99f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50495070250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JI5Z3xrFSDc3ql0EGrqCxGhwasATrjtW%2FxVvu0vy23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health.ny.gov%2Fdiseases%2Fcommunicable%2Finfluenza%2Fsurveillance%2F2022-2023%2Fflu_report_current_week.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29fdc8953364949124508db258a99f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50495070250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0pnLt7Tek5MJ0XLo9xfN6xYD86s%2FMZmZC1X84tOtIc%3D&reserved=0


 

 

보고서를 통해 또한 주 전역에서 확인된 환자 수가 한 주 동안 1,854명으로 2% 감소한 

반면, 전체 입원 수는 이전 주에 비해 33% 감소한 131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급성 치료 및 장기 요양 치료 시설에서 5건의 발병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소아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으며, 주 전체에서 총 

11명이 사망했습니다.    

    

독감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Hochul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연례 독감 

백신 접종을 맞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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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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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ccines/를 방문하세요.   

    

Hochul 주지사는 뉴욕 시민들에게 2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을 계속 

촉구합니다. 12월, 뉴욕주 보건부는 현재 6개월 이하의 자격이 있는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2가 코로나19 부스터 용량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업데이트된 부스터샷은 원래 변이 바이러스와 최근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부스터샷이며, 젊은 뉴욕 시민과 모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됩니다. 

부스터 샷 접종 예약을 원하는 뉴욕 주민은 주치의, 지역 약국, 지역 카운티 보건부 또는 

헬스케어 서비스제공자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는 vaccines.gov를 방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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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자료는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10만 명당 확진자 수 - 5.77명  

 10만 명당 7일 평균 확진자 수 - 5.52명  

 보고된 검사 결과 - 38,689건  

 총 확진 - 1,128명  

 양성률 - 2.62%**  

 7일 평균 확진율 - 2.47%**  

 입원 환자 - 1,361(-77)명  

 신규 입원 환자 - 209명  

 중환자실 환자 - 144(-11)명  

 삽관 중환자 - 49명(-5)  

 총 퇴원 - 406,873명(+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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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a29fdc8953364949124508db258a99f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50495070250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ZUssvhB59QbojOTwnY077N8hjJIkY5Kia%2B%2FimTEn9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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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a29fdc8953364949124508db258a99f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50495070250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uweZcuBKa1l1SRZ5BSzlOadc2i%2BgdkOvxtkTbbG%2Bd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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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a29fdc8953364949124508db258a99f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50495070250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S6FR2dJIvfNQrnZ0Cqwm6eXBfRwS%2FDDzLpuuMLe6Sb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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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a29fdc8953364949124508db258a99f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50495070250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S6FR2dJIvfNQrnZ0Cqwm6eXBfRwS%2FDDzLpuuMLe6Sb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health.ny.gov%2Fpress%2Freleases%2F2022%2F2022-12-23_vaccine_boosters_available.htm&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29fdc8953364949124508db258a99f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50495070250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DoiYG%2BEWeX8cwYM9R8N9i74wx%2FUHkVbyQlyHhJJ0dB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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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a29fdc8953364949124508db258a99f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50495071812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5Yzla3sz3xBhKosp8xYMcZRbSCF5LillNs%2FsMUQ3mYE%3D&reserved=0


 

 

 HERDS를 통해 의료 기관에서 보고한 신규 사망자 수 - 21명  

 HERDS를 통해 의료 기관에서 보고한 총 사망자 수 - 62,05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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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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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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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9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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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2일 

일요일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Capital Region  6.48  6.27  6.10  

Central New York  7.85  7.81  7.70  

Finger Lakes  9.20  9.44  9.24  

Long Island  5.60  5.43  5.32  

Mid-Hudson  5.01  4.73  4.77  

Mohawk Valley  6.03  6.01  5.42  

New York City  4.36  4.25  3.97  

North Country  10.74  10.37  9.10  

Southern Tier  10.22  10.31  10.02  



 

 

Western New 
York  

8.74  8.65  
8.65  

뉴욕주 전역  5.85  5.73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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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3년 3월 12일 

일요일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Capital Region  4.92%  4.95%  4.98%  

Central New York  4.64%  4.55%  4.50%  

Finger Lakes  5.63%  5.72%  5.63%  

Long Island  2.48%  2.53%  2.64%  

Mid-Hudson  1.03%  1.01%  1.44%  

Mohawk Valley  4.56%  4.56%  4.02%  

New York City  1.43%  1.41%  1.45%  

North Country  6.10%  5.94%  5.55%  

Southern Tier  5.29%  5.29%  5.28%  

Western New 
York  9.48%  9.37%  9.49%  

뉴욕주 전역  2.25%  2.24%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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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2일 일요일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Bronx  1.71%  1.64%  1.65%  

Kings  0.95%  0.91%  0.92%  

New York  2.19%  2.21%  2.16%  

Queens  1.92%  1.96%  2.00%  

Richmond  1.59%  1.54%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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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뉴욕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뉴욕주민 1,128명이 확진되었으며, 총 확진자 수는 

6,639,307명입니다. 지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자 수  신규 확진  

Albany  79,513  14  

Allegany  10,924  3  

Broome  59,467  39  

Cattaraugus  19,446  7  

Cayuga  20,681  7  

Chautauqua  29,823  21  

Chemung  26,877  9  

Chenango  11,932  14  

Clinton  22,983  12  

Columbia  14,064  6  

Cortland  13,603  5  

Delaware  10,256  3  

Dutchess  85,555  15  

Erie  271,789  101  

Essex  7,856  10  

Franklin  12,288  9  

Fulton  16,777  8  

Genesee  16,773  5  

Greene  11,134  2  

Hamilton  1,106  1  

Herkimer  17,640  7  

Jefferson  27,523  5  

Lewis  7,416  1  

Livingston  14,548  7  

Madison  17,011  7  

Monroe  194,118  63  

Montgomery  15,182  1  

Nassau  551,308  66  

Niagara  60,150  11  

NYC  3,092,270  305  

Oneida  69,701  10  

Onondaga  143,923  36  



 

 

Ontario  26,512  16  

Orange  140,801  39  

Orleans  10,678  4  

Oswego  35,022  22  

Otsego  13,442  6  

Putnam  31,810  5  

Rensselaer  42,187  8  

Rockland  119,260  12  

Saratoga  62,084  16  

Schenectady  44,114  6  

Schoharie  6,649  -  

Schuyler  4,369  2  

Seneca  7,778  2  

St. Lawrence  26,636  6  

Steuben  25,610  5  

Suffolk  570,277  65  

Sullivan  24,869  8  

Tioga  14,218  8  

Tompkins  26,928  10  

Ulster  43,620  17  

Warren  19,122  4  

Washington  16,044  2  

Wayne  22,164  9  

Westchester  336,962  45  

Wyoming  10,036  1  

Yates  4,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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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코로나19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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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63  66.3%  32  33.7%  



 

 

Region  

Central 
New 
York  72  42  58.3%  30  41.7%  

Finger 
Lakes  236  68  28.8%  168  71.2%  

Long 
Island  168  74  44.0%  94  56.0%  

Mid-

Hudson  129  52  40.3%  77  59.7%  

Mohawk 
Valley  21  9  42.9%  12  57.1%  

New 
York City  408  150  36.8%  258  63.2%  

North 
Country  36  18  50.0%  18  50.0%  

Southern 
Tier  58  16  27.6%  42  72.4%  

Western 
New 
York  138  59  42.8%  79  57.2%  

뉴욕주 

전역  1,361  551  40.5%  810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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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데이터 | 

보건부(ny.gov).     

  

어제, 코로나19로 인한 21명의 총 신규 사망자가 집계되어 총 사망자는 62,058명이 

되었습니다. 거주 카운티별 지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신규 사망자 수  

Allegany  1  

Bronx  1  

Broome  1  

Chautauqua  1  

Kings  1  

Livingston  1  

Monroe  4  

Nas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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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a29fdc8953364949124508db258a99f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50495071812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CSmt3xFsZKTAEA%2BPX%2BJRrST8mKtZD%2FQ02vBvWtDBQ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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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a29fdc8953364949124508db258a99f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50495071812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CSmt3xFsZKTAEA%2BPX%2BJRrST8mKtZD%2FQ02vBvWtDBQ4%3D&reserved=0


 

 

New York  1  

Richmond  2  

Saratoga  1  

Seneca  1  

Suffolk  1  

Wayne  2  

Westchester  2  

합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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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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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또는 해당 연령대의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약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과 보호자는 vaccines.gov를 방문하거나, 438829로 본인의 우편번호를 문자로 

입력하거나 1-800-232-0233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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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vaccines.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29fdc8953364949124508db258a99f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50495071812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5Yzla3sz3xBhKosp8xYMcZRbSCF5LillNs%2FsMUQ3mY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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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a29fdc8953364949124508db258a99f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50495071812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hoQ%2B%2FaU4EsldxB5PqDu4K7RJ5PUdvlG1hzMUke0uB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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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a29fdc8953364949124508db258a99f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50495071812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qJZ5TFWUSStFpZ%2BDjvDw6EPh5TdDCAXOwD8iYaWwrc%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543063C13DD5CF64852589730069F054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29fdc8953364949124508db258a99f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50495071812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pt0Af0EgIkt3GiKsFxlW6tzGznNgNP7vwIwPXLmCeYY%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