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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 월 21 일 코로나 19 관련 NSW 보건부 요점 발표 

 

➢ NSW 는 현재 1 차 접종률 82.5%에 도달하였으며, 2차 접종률은 53%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nsw.gov.au 에서 오늘 바로 백신 접종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어제 저녁 8 시까지 24시간 동안 코로나 19 확진 지역 감염자 수는 1,022 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0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 Tweed, Byron Bay 그리고 Kempsey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LGA 에는 오늘 

오후 5 시부터 7 일 동안 봉쇄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부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테스트 및 백신 접종을 실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인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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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rules 

 

➢ 오늘 정오부터 NSW 전역의 외출 금지 지역 및 우려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은 주변 친구 세 명을 모아 서로의 집에 방문하여 놀이와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o 각각 한 자녀가 두 명의 친구를 집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친구는 항상 

똑같아야 합니다. 

o 방문하게 될 가정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거주인 모두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o 세 명의 친구는 모두 서로 5km이내, 혹은 동일한 LGA 내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o 부모 혹은 보호자가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 줄 경우, 남아서 다른 부모 혹은 보호자와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확진자 대부분은 여전히 남부 및 남서부 시드니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려 대상 지역은 Greenacre, Guildford, Bankstown, 

Revesby, Merrylands, Fairfield, Liverpool, Condell Park, Auburn 그리고 Blacktown 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테스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제한 조치를 반드시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여러분이 외출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제한 조치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그대로 외출금지 규제를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가는데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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