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2월 1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혁신적인 폐수 코로나19 감시를 위하여 시러큐스 대학교와 보건부 

파트너십 체결 발표 

 

새로운 폐수 감시 시스템은 3-5일 조기 경고, 지역사회 수준 질병 전염 데이터를 제공 

 

코로나19 변이는 폐수 샘플 시퀀싱을 통해 감지 가능 

 

초기 폐수 감시 노력을 통해 이미 200만 건 이상의 업스테이트 및 롱아일랜드 주민 관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와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해 폐수에서 코로나19를 

분석하는 혁신적인 연구를 계속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폐수 감시를 통해 최대 

3~5일 빠르게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지역사회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발견된 폐수 샘플 시퀀싱을 통해 바이러스 변이를 

검출해 낼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코로나19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서 나가기 위에서 우리는 변이 예방, 검출을 위한 

새로운 혁신 전략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보건부의 선도적인 과학자 및 연구자, 

시러큐스 대학교 연구진을 비롯해 최신식 폐수 감지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러스 추적 

노력에 협력해주신 뉴욕 주립 대학교 버펄로(SUNY Buffalo), 뉴욕 주립대학교 

ESF(SUNY ESF),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 브룩(SUNY Stony Brook)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기술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미래의 공중 보건 위기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추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태 초기부터 뉴욕주는 

인간 대상 검사 및 발병, 입원, 사망율을 기초로 설정한 기준을 활용해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자원을 배치하고 응급 명령의 판단을 원활하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폐수에서 검출하는 것은 검사를 

받는 사람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 대행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파도에 대응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폐수 

감시 프로그램을 실현해주신 시러큐스 대학교 연구진에 감사드립니다. 폐수 감시를 



통해 뉴욕은 변이, 병원 입원자 상승 추세 사전 경고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추세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구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하지만, 우리는 이번 폐수 감시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방의 

결정을 지원할 중요한 지표를 얻을 수 있으며 가장 필요한 곳에 백신 및 검사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Basil Seggos 뉴욕주 환경보존부(DEC)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미크론(Omicron)을 비롯한 기타 변이가 우리 지역사회의 웰빙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에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Hochul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 신규 폐수 

감시 파트너십은 과학적 발전을 기반으로 하며,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러큐스 대학교 공중 보건 조교수인 전염병학자 David Larse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모든 카운티에 폐수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코로나19 

전염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스템은 일반 대중 및 정책 

결정자들이 팬데믹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작년 특별 선정된 지역사회에서 폐수 감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주 전역의 폐수 

감시 네트워크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러큐스 대학교와 뉴욕주 환경보존부의 

파트너십을 통해 폐수 감시 네트워크는 참여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관리 감시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바이러스의 기초 수준을 설정하여 확진자가 증가하는 지역사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른 주정부 검사 및 감시 노력과 함께 주 전역에서 

코로나19 전염 위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공중 보건 자원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20개의 카운티가 폐수 감시 네트워크에 참여했으며, 검사 결과에서 

20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의 존재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또한 총 다섯 곳의 자치구에서 폐수 감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은 협업을 증진하고 추가적인 지자체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Rachel Ma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러큐스 대학교 및 부속 기관 소속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들은 센트럴 뉴욕 주민 및 뉴욕주 전체에 귀중한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폐수 감시 시스템 확대를 통해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번 팬데믹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토록 중요한 노력에 보건부와 시러큐스 

대학교가 협업하게 된 것을 매우 즐겁게 생각합니다." 

  

John Mannio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및 혁신 센터로서 

시러큐스 대학교는 뉴욕주의 발전된 폐수 감시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를 추적할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주 전역에 폐수 감시 시스템을 확대하는 법안을 

지지해 왔으며,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우리의 엘리트 대학 및 칼리지의 참여를 

독려하게 되어 기쁩니다. 성공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롸 센트럴 뉴욕에 기여해주신 Kent Syverud 시러큐스 대학교 학장께 찬사를 

보냅니다." 

  

Richard Gottfrie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워저워스 

연구소(Wadsworth Lab)에서 의료 센터 및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연구의 

전국적인 선도자가 되어 왔습니다. 폐수 감시 시스템은 코로나 대응 노력에서 귀중한 

전염병학적 수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토록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해주신 보건부, 

환경보존부, 학계 파트너께 찬사를 보냅니다." 

  

William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러큐스 대학이 추진하는 

코로나19 폐수 감시 시스템 확대는 적극적이고 비개입적인 방식으로 팬데믹 추세 

변화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학교는 다른 카운티에서 온 학생을 

비롯해 구성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백신 및 마스크 착용 등 대응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폐수 감시는 바이러스 추적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Pam Hunt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폐수 감시 시스템을 통해 

비개입적인 방식으로 지역 내 확진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우리의 공중 보건 정책을 올바로 수립하고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를 받기 전 가장 

필요한 지역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부와 시러큐스 대학교의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분명히 생명을 살리고 이후 증가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폐수 검사를 통해 임상시험만으로 검출 할 수 없는 바이러스 정보 등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상태에 대한 대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년의 노력으로 폐수 감시 

시스템은 인구 100,000명 당 10명에 해당하는 수준의 바이러스를 검출해냈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기 3-5일 전 사전 경고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폐수 감시 시스템은 비용 효율적, 비개입적, 비편파적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바이러스 추세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폐수 샘플은 동일한 하수 

시스템 내의 다른 장소에서 수집할 수 있어 지역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칼리지 기숙사 등 개별 건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주정부 폐수 감시 

네트워크는 코로나19 팬데믹 초반부터 시행된 질병통제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의 전국 폐수 감시 시스템(National Wastewater Surveillance System)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주정부의 폐수 감시 네트워크는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우선 집중하지만 

향후 필수적인 공중 보건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발병시키는 바이러스의 다양한 변이가 폐수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폐수 감시는 

임상 진담 감시보다 더욱 빠르게 강화할 수 있어, 네트워크는 신속하게 공중 보건을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storymaps.arcgis.com%2Fstories%2Fb30ca571e00b42779875e3eaf7577b1b&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09467d77c1b44fba88f08d9c0d3aeb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5283766775290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W5uvG1TU4KVBQXWjvq7daM39MAphKwmY%2FKrVvo38BrU%3D&reserved=0


위협하는 변이 또는 기타 전염병을 검출하여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폐수 감시 시스템은 오피오이드 사용 예측이나 항균 저항 추세 등 기타 공중 보건 

문제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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