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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NSW 전역에 걸쳐 그 동안 대략 총 1 천 1 백 2 십만 회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16 세 

이상 인구의 90.8%가 1 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2 차 접종까지 완료한 인구는 전체의 

75.2%입니다. 계속해서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고, 우리가 목표했던 2 차 접종율 80%에 매우 

근접하였다는 사실에 정말 기쁩니다! 
 

u 어제 저녁 8 시까지 24 시간 동안 NSW 내 코로나 19 확진 지역 감염자 수는 444 명 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u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 최소 2 주 전에 2 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을 때 자가 격리 기간이 14 일에서 7 일로 줄었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https://www.nsw.gov.au/covid-19/rules/self-isolation 
 

u Greater Sydney 내 우려 지역은 Lakemba, Merrylands, Hebersham, Punchbowl, Guildford, 

Condell Park 및 Plumpton 이며, 지방에서는 Cessnock, Walgett 및 South Grafton 지역이 

우려 지역입니다.  
 

u 저희는 Hunter New England 지역의 West Wyalong 과 Uralla, 북서쪽의 Brewarrina, 그리고 

중북부 해안의 Wauchope 지역 등 하수에서 코로나가 검출된 지역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민들께서는 증상을 잘 관찰하시고 테스트에 임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u 누구든지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 혹은 가벼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하고 즉각 테스트에 임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가까운 지역의 선별 검사소를 

검색하시려면 다음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https://www.nsw.gov.au/covid-19/stay-safe/testing/clinics 
 

u 선별 검사소에 사람이 많은 경우, 줄을 서서 검사소 직원에게 본인 신원을 밝히고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u 곧 학교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코로나 19 증상을 주의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경미한 증상을 보이더라도 학교에 가지 않고 곧바로 테스트를 받도록 하여 

음성 결과를 받을 때까지 자가 격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u 코로나 19 의 확진 및 확산의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백신 접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 이상 모든 분들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으며, 저희는 충분한 백신 

분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u 아직까지 백신 접종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빨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였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시기가 언제인지 담당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