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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CUOMO 주지사는 MIKE BLOOMBERG 시장이 

지원하는 접촉 추적 시범 프로그램이 수 주 후 시작된다고 발표  

  

뉴욕의 국가 선도적인 이 프로그램은 예상 사례 수에 따라 주 전체에 6,400에서 

17,000명의 접촉 추적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  

  

주 보건부는 Bloomberg 시장, 존스 홉킨스 대학 및 바이탈 스트래터지스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위한 접촉 추적대를 구성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ike 

Bloomberg의 리더십과 협력하여 뉴욕의 접촉 추적 시범 프로그램이 다가오는 수 주 내에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국가 최고의 추적 프로그램은 감염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자료상 가장 먼저 개방될 수 있는 지역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독감 

시즌에 작동할 것이며, 인접한 뉴저지 및 코네티컷과 더불어 세 주의 협력을 통해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10만 명당 30명이라는 접촉 추적자 기준이 포함되며 각 지역의 예상 

사례 수를 기준으로 추가 추적자를 활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상 사례 수에 따라 주 

전체에 6,400에서 17,000명의 추적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촉 추적팀은 감염 

확산에 대한 정보의 안전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위해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원격으로 작업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전국적인 규모와 범위를 충족하기 위해 Bloomberg 시장과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은 모집, 

인터뷰 및 교육의 세 단계 과정을 통해 접촉 추적대를 구성하도록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입니다. 블룸버그 자선사업(Bloomberg 

Philanthropies)은 보건부가 주, 시 및 카운티 보건부의 프로그램을 위한 잠재적 접촉 

추적자를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최고의 공중보건대학인 블룸버그 대학은 보건부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온라인 시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 주 

접촉 추적자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온라인 커리큘럼을 개발할 것입니다. 바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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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래터지스(Vital Strategies)의 이니셔티브 생명을 구하겠다는 결의(Resolve to Save 

Lives)는 뉴욕주 보건부 직원에게 기술 및 운영 자문을 제공합니다.  

  

접촉 추적은 네 가지 주요 단계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돕습니다. 첫째, 연구실에서는 

코로나19의 확진 사례를 추적자에게 매일 즉시 보고합니다. 그러면 접촉 추적자가 확진 

환자를 인터뷰하여 지난 14일 동안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확인합니다. 접촉 

추적자는 각 접촉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뷰하여 감염 위험을 경고하고 해당 접촉자가 

코로나19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14일 동안 검역 또는 격리하도록 

지시합니다. 접촉 추적자는 검역 또는 격리 기간 문자를 통해 접촉자를 모니터링하여 

접촉자에게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검사 능력을 늘리는 것이 뉴욕을 

정상화하는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사 후 두 번째 단계는 누가 확진되었는지, 

그들이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확인하여, 접촉자들을 격리하고 감염률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추적은 개인에 대해 시행하기에는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규모가 엄청나고 

이전에는 시행하지 않은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검사를 시행하는 

작업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접촉 추적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제 Mike 

Bloomberg와 협력하여 뉴욕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추적대를 구성하여 이 작업을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자선사업 및 블룸버그 LP의 설립자인 Michael R. Bloomberg 뉴욕시 3선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안전하게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접촉 추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후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 격리하여 전파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접촉 

추적입니다. Cuomo 주지사도 알고 계시듯, 블룸버그 자선사업은 공중보건에 대한 깊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촉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하도록 

주정부를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전국의 

도시와 주들이 우리의 노력을 기반으로 할 수 있고, 전 세계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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