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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NSW 는 이제 2 차 접종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NSW 에서 지금까지 

백신 접종은 총 1 천 5 십만 회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굉장히 훌륭한 성과입니다! 
 

u 어제 저녁 8 시까지 24 시간 동안 코로나 19 확진 지역 감염자 수는 587 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8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u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지금처럼 꾸준히 적극적으로 테스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NSW 

전역에 걸쳐 코로나 19 선별 검사소가 500 개 이상 있습니다.  
 

u 만일 여러분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치료와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u West Tamworth, Berkeley, Belmore, Maroubra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Auburn, Punchbowl, Lakemba, Blacktown, Mount Druitt 및 Fairfield 등 확진자 수가 높은 지역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u 또한 Lightning Ridge, Ballina, Uralla, Bodalla, Bega 및 Merimbula 등 하수에서 코로나가 검출된 

지방 지역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u 10월 11 일 월요일부터 NSW 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 가능합니다. 
o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정에 10 명까지 방문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5 명). 이 숫자에는 12 세 이하 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o 야외 환경에서 30 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기존 20 명). 
o 결혼식 및 장례식에 100 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존 50 명). 

 
u 현 로드맵에 대한 기타 변화 내용: 

o 모든 학생들은 10 월 25 일부터 학교 대면 수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존 11 월 1 일).  
o 10 월 11 일 월요일부터 수영 강습 및 선수단 훈련, 왕복 수영 연습, 재활 운동 등을 

위해 실내 수영장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o 10 월 11 일 월요일부터 우려 지역 (LGA)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u 다른 제한 조치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사실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제한 조치를 확인하시어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sw.gov.au/covid-19/rules 
 

u 적극적으로 테스트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SW 가 접종 목표율 70%에 도달한 것은 매우 

훌륭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90%를 초과하여 NSW 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