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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보건부가 올해 냉방병 발병 초기부터 이에 대해 부지런히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시를 포함하여 뉴욕주 전역의 보건 관련 직원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로 장인 Ruben Diaz Jr.와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분은 Bronx 보로 장으로 현 

냉방병 발생 중심지에 있습니다. 보로 장은 뛰어난 리더십과 민감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지금이 많은 의문을 낳고 Bronx 주민들 사이에 큰 걱정을 안겨준 깜짝 놀랄 보건 

위기상황임을 인식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 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보건 상의 위기로, 그렇게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문제가 제대로 

통제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의 필요사항과 불안에 대처해야 합니다. 대중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Zucker 장관에게 일련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Zucker 장관은 오늘 보로 장과 만나서 현장에서 보건 상황과 Bronx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보로 장으로부터 자세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 뉴욕주는 지금까지 Wadsworth Facility에서 뉴욕시를 대상으로 한 모든 

테스트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제는 뉴욕주와 Bronx 내에 있는 모든 민간 

건물주에게도 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박테리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냉각탑 또는 증기복수기에 대한 이 테스트를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 우리는 건물주들이 냉각탑 청소와 관리를 책임지기를 바라며, 어떤 질병 

확산에도 이들이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무료 테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대중들의 확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테스트 확대 조치는 또한 뉴욕주 내 

시설들에 레지오넬라 량과 Bronx의 주변 이웃들 및 뉴욕주 내 다른 지역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와 관련한 주의 중요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행동에 

나서야 할 최적의 시간은 질병이 발생하기 바로 전입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건물주가 테스트 시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뉴욕보건부는 테스트 시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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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CDC에게 연락을 취해 Bronx 현장에 나와서 철저한 브리핑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DC는 이에 동의하고 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레지오넬라 박테리아가 이 시스템에서 생기는 것 또는 공기를 통해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관한 뉴욕주 법규를 알릴 최적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CDC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교육적이거나 최소한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CDC와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상의를 한 후 법규를 발표할 것이지만 이 

가장 불행한 상황을 개혁의 시작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전후 사정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방병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전염병도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뉴욕에는 연간 539건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Erie와 Cortland 카운티 그리고 Queens, Staten Island 및 

Bronx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Bronx에서의 발생률은 역사상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현 발병자들을 

치료하고 이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이 병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현재 공조를 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우리가 이 문제를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Ruben Diaz Jr. 보로 장에게 감사 드립니다. 또한 뉴욕주에게 이 긴급 대응책을 제공할 

수 있는 기금을 주신 John Flanagan 상원의원과 Carl Heastie 대변인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활동에 협력과 협조해주신 CDC와 뉴욕시에 감사 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