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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소방관 암 인식의 달 동안 소방관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주 암 

예방 노력 발표  

  

새로 발표된 오염 제거 프로토콜, 소방관들의 유독성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을 85% 줄임  

  

주 소방국, 암 인식 및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수업과 훈련 확대 실시  

  

이번 주부터 지역 소방서에서 무료 오염 제거 키트와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세션 시작  

  

소방관이 직면한 암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개된 교육 비디오와 세부 오염 

제거 프로토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 소방국(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이 뉴욕의 

소방관들과 그 가족들을 암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구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 소방 공무원들은 2020년 초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인해 보류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1월 소방관 암 인식의 달(Firefighter Cancer Awareness Month)과 일치하여 발족되어 암 

예방을 위한 인명 구조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소방서 내에서 이미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소방 당국의 인식을 재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소방관들은 동료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용감하게 목숨과 안전을 걸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암은 우리 소방대원들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웅들이 길고 안전한 직업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장 최신의 안내와 정보를 갖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Jackie Bra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소방대원들의 용감한 여성들과 남성들은 매일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소방관들이 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방관 암 인식의 달 

동안 소방 서비스를 교육하고 연기에서 발견되는 발암 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주도하고, 직접 교육 세션을 제공하고, 

주 전역의 소방서에 오염 제거 키트를 배포한 주 소방 팀이 자랑스럽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746Nq6kYvhM&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a927fe7955e142cd923708daf975419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9657926433652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LL9F0SapogX5CHZmmKJLnn2pAbUUXPGg915LekQMvI%3D&reserved=0


  

연구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구조물 화재의 연기에서 발견되는 증대된 독소 수준에 

노출됨으로 인해 일반 대중보다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소방 

공무원들은 뉴욕의 소방관들이 이 위협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제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응답 전화에 따른 소방 장비의 오염 제거를 위한 기본 프로토콜을 

개발했으며 소방관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 전역을 옮겨가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방대원들은 가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독소와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85%까지 줄이기 위해 간단하고 저렴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 소방 공무원들은 주 전역의 카운티들과 협력하여 소방관 오염 감소 및 암 예방 수업 

일정을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주 소방방제청은 참석자들에게 소방관 오염 

제거 키트를 배포할 것입니다. 이 키트에는 사고 대응 직후의 오염 제거에 대한 정보와 

5갤런 버킷, 화재 후 닦을 수 있는 물티슈, 호스, 세제, 브러시 및 스프레이 병과 같은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소방 관리자인 Jim Cabl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소방국의 

구성원들에게 사고 대응 후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안타깝게도, 암이 현재 한국 

소방관들의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소방대원 형제자매들에게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건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교육함으로써 직업병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만약 화재 후에 소방관들이 적절한 오염 제거를 하지 않는다면, 소방관들은 해로운 

화학물질들을 소방서와 집에 노출시켜,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이 실시한 2차례의 연구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현재 일반인들보다 

거의 10% 더 높은 비율로 암 진단을 받고 있고 약 15% 더 높은 비율로 암 관련 사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DHSES와 OFPC는 이러한 추이와 싸우기 위해 소방관들이 종종 연기에서 발견되는 

해로운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기본적이고 저렴한 

프로토콜을 수립했습니다.  

  

대응 중에 노출된 경우 소방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 심각한 오염을 제거하고 노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장비 및 

소방소로 오염 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현장에 있는 동안에는 화재 후 닦을 수 있는 물티슈를 사용하여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 가능한 한 빨리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 도구, 장비 및 장비는 화재 후 세척해야 합니다.  

• 깨끗한 쓰레기 봉투와 같은 비다공성 용기에 장비를 넣어 운반해야 합니다.  



• 후드를 포함하여 깨끗한 장비만 착용해야 합니다.  

  

이달부터 주 전문가들이 뉴욕주 전역을 돌며 지역 소방서에서 직접 교육 세션을 통해 

소방관들에게 이러한 프로토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 세션에서 소방관들은 새로운 

오염 제거 프로토콜에 대한 실시간 시연을 보고 프로토콜과 소방관들이 직면한 위험을 

상세히 설명하는 새로운 교육 비디오를 보고 프로토콜 개발에 참여하는 OFPC 직원들과 

질의응답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OFPC는 암 인식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섹션을 

포함하도록 전체 소방 수업 및 훈련 목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션은 교육 기회가 제공될 때마다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교육 세션에 참석하거나 

주최하려는 소방관은 주 소방국의 교육 일정표를 보거나 해당 카운티의 소방 조정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방국(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 소개  

소방국(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소방관, 응급 구조대원,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 공립 및 사립 대학, 뉴욕 시민들에게 

폭넓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FPC는 소방관 훈련, 교육, 화재 예방, 수사, 

특수 작전, 기술 구조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공 안전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재난 및 기타 비상사태를 예방, 보호, 대비, 

대응, 복구 및 완화할 수 있는 리더십,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무국을 검색하거나 트위터 또는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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