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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NSW 는 현재 1 차 접종률 86.7%에 도달하였으며 2 차 접종률은 62.79%에 이르렀습니다. 

12-15 세 사이 청소년의 47.6%가 백신 접종을 하였습니다.  
 

u 백신을 접종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0 월 11 일 월요일까지 우리의 2 차 

접종 목표율 70%에 반드시 도달하여 제한 조치를 완화하게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u 현재 12 세 이상은 누구나 Pfizer 혹은 Moderna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 세 

이상인 경우에는 Pfizer, Moderna 그리고 AstraZeneca 이렇게 세 가지 승인된 백신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nsw.gov.au 에서 가능한 한 빨리 백신 접종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NSW 전역에 걸쳐 예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u 학교들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일주일 먼저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 어제 저녁 8 시까지 24 시간 동안 코로나 19 확진 지역 감염자 수는 941 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6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u 서부 및 남서부 시드니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다행스러우나, 그렇다고 지금 

안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증상을 관찰하고 테스트에 임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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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현재 우려 지역은 Merrylands, Bankstown, Leumeah, Revesby, Fairfield, Woodberry, Mount Druitt, 

Liverpool, Unanderra 및 Yagoona 입니다. 모두가 테스트에 임하고, 또 그것을 계기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세대 간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16-39 세 사이 

청년층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u 하수에서 코로나가 검출된 지역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unnedah, Tweed, 
Banora Point, South Grafton, Gulgong, Dareton 및 Moruya 지역 주민들께서는 증상에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테스트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u 우리의 일상 복귀 일자가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NSW 주의 매우 밝은 여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