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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두 번째 주에 발표된 독감 사례의 수가 감소했음에도 뉴욕의 총 독감 

발생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이번 시즌에 보고된 실험실 확진 독감 사례는 131,604건을 기록  

  

지난주 이후 실험실 확진 독감 환자 건수 26% 감소, 입원 건수 13% 감소  

  

이번 주에 3명의 소아 독감 사망자가 새로 보고  

  

독감 주사 접종이 가능한 가까운 장소는 여기에서, 지역 내 독감 사례는 여기에서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독감 사건의 총 건수가 1998-99시즌 

동안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독감 사례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 시즌별 

사례의 기록을 능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22까지의 주에 대한 최신 독감 감시 

보고서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실험실에서 확인된 사례가 131,60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한 독감 시즌 동안 실험실에서 확인된 독감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은 2017-18년이며, 그 수는 128,892건입니다. 올해 독감 시즌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지난주에 실험실에서 확인된 독감 건수는 26% 감소했고 입원 

건수는 13% 감소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독감 건수가 또다시 감소하여 

고무적이지만, 올해 독감 시즌은 혹독하며 뉴욕 주민은 여전히 바이러스 확산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아직 예방 접종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조속히 

예방 접종을 받으시고 질환에 걸린다면 이를 퍼뜨리지 않도록 집에 머물러 계시길 

권고합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계절성 독감 활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실험실에서 확인된 독감 

사례와 입원 건수는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주에 실험실에서 확진된 인플루엔자 

사례는 10,520건으로 보고되었으며, 1,454명이 독감으로 입원했습니다. 독감 감시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독감과 관련한 소아 사망 세 건이 새로 발생하여 이번 시즌에는 

독감과 관련하여 총 9명의 소아가 사망했습니다. 새로운 세 건의 독감 관련 소아 사망자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6bbf87b4-37872109-6bbd7e81-000babd9fa3f-280cbe8a98f76140&q=1&e=9982cdab-ebeb-4593-946e-50efbfdf30da&u=https%3A%2F%2Fvaccinefinder.org%2F%23_blank
https://nyshc.health.ny.gov/web/nyapd/new-york-state-flu-tracker#_blank


 

 

중 두 명이 뉴욕시에서 발생했고 다른 한 명은 노스 컨트리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독감 

시즌은 주로 10월에서 5월까지입니다.  

  

보건부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독감 시즌이 

기록적인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확인 사례와 입원 건수는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고무적이나 불행히도 이번 주에 비극적 독감과 관련되어 세 명의 소아가 

사망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독감 활동 데이터는 뉴욕주 독감 추적기(New York State Flu Track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감 추적기는 지방, 지역 및 뉴욕주 전체 인플루엔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뉴욕주 건강 커넥터(New York State Health Connector)의 

대시보드입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각 백신이 

독감을 예방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연구를 매년 실시합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추정하는 예비 백신 효과에 따르면 2019-20 독감 백신이 이번 시즌에 

상당한 보호 효과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은 독감 질환과 관련된 

병원 방문을 전체 45%, 어린이의 55%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40~60%에 

이르렀던 이전 시즌의 독감 백신 효과 추정치와 일치합니다.  

  

주 보건부는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독감 예방 접종을 평생 2회 미만 받은 6개월에서 8세 어린이들은 이번 시즌 독감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예방 조치는 독감 및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비누와 물로 손을 최소 20초 이상 자주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아픈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 아플 때 집에 머무르십시오.  

• 기침 혹은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입을 가리고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 자주 접촉하는 물체와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뉴욕주의 독감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건부 웹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  
  

https://nyshc.health.ny.gov/web/nyapd/new-york-state-flu-tracker#_blank
https://www.health.ny.gov/diseases/communicable/influenza/seasonal/#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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