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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NSW 전역에 걸쳐 1 천 1 백 88 만 회 이상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16 세 이상 인구의 

92.7%가 1 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83%는 2 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u 12-15 세 사이 청소년 76.6%가 1 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43.5%는 이제 2 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u 어제 저녁 8 시까지 24 시간 동안 NSW 에서 보고된 코로나 19 확진 지역 감염자 수는 

345 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섯 명이 사망했습니다. 
 

u 백신 접종을 해 주신 지역 사회 내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코로나 19 에 대항한 가장 좋은 보호 

방법은 백신 접종이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코로나 19 환자 분들은 대부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u 아직까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접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현재 백신 

접종하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 수월합니다. 

 

u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코로나 19 확진자와 직접 혹은 간접 접촉한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가 격리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테스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을 2 차까지 완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u 우리는 현재 확진자는 밝혀진 바 없으나 하수에서 코로나가 검출된 일부 지역, Leeton, Moree, 

Guyra, Quirindi, Old Bar, Harrington 및 Boorowa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은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u 11 월 1 일까지  Victoria 주에서 NSW 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고 외출 

금지 명령을 14 일간 지켜 주셔야 할 것입니다. 11 월 1 일부터 Victoria 주를 방문한 분 중에 

적어도 14 일 이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은 휴가 및 휴양의 목적으로 NSW 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u 이번 주말에 NSW 주 전역에 걸쳐 12-15 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한 워크인 방문 클리닉이 

40 여개 곳 이상 운영됩니다. 

 

u 백신을 접종하고, 의료 조언을 따르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테스트에 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