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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레지오넬라레지오넬라레지오넬라레지오넬라 세균세균세균세균 검사를검사를검사를검사를 위해위해위해위해 BRONX에에에에 주주주주 보건부가보건부가보건부가보건부가 팀을팀을팀을팀을 파견함을파견함을파견함을파견함을 

발표발표발표발표 

 

CDC 및및및및 NYS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지역지역지역지역 보건부보건부보건부보건부 공무원들과공무원들과공무원들과공무원들과 함께함께함께함께 한한한한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소재소재소재소재 주지사실에서의주지사실에서의주지사실에서의주지사실에서의 브리핑브리핑브리핑브리핑 
후에후에후에후에 발표발표발표발표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요청으로요청으로요청으로요청으로 표본표본표본표본 수집수집수집수집 및및및및 검사에서검사에서검사에서검사에서 주주주주 및및및및 현지현지현지현지 공무원들을공무원들을공무원들을공무원들을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해위해위해위해 CDC 
요원들이요원들이요원들이요원들이 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 배치배치배치배치 

 

향후에향후에향후에향후에 유사유사유사유사 돌발을돌발을돌발을돌발을 막을막을막을막을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개선을개선을개선을개선을 위해위해위해위해 주주주주 보건부보건부보건부보건부 커미셔너가커미셔너가커미셔너가커미셔너가 기존기존기존기존 규정을규정을규정을규정을 검토할검토할검토할검토할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레지오넬라 세균의 냉각탑 물 표본의 수집 및 검사를 

촉진하기 위해 주 보건부가 이끄는 팀들이 내일부터Bronx에 배치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주정부가 세균원이 될 수 있는 냉각탑 또는 증발식 응축기가 있는 

건물 소유주 및 운전자를 위한 무료 검사뿐만 아니라, 표본 수집을 지원하기 위한 2대의 

무료 핫라인(888-769-7243 또는 518-485-1159)도 제공하고 있다는 어제의 발표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의 지시로 주 보건부 커미셔너 Zucker 박사는 향후에 

유사한 레지오넬라병 돌발을 막기 위해 현재의 보건 규정을 검토하고 가능한 개선책을 

연구할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주 보건부 및 주 전역의 지역 보건부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뉴욕시 소재 주지사실에서의 브리핑 후에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이 레지오넬라병 발생을 억제하고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뉴욕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다음 전향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고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면서 

향후에 공중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책도 취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CDC 국장 Frieden 

박사의 신속한 지원뿐만 아니라 CDC, 뉴욕시 및 기타 현지 보건부들에 있는 모든 

파트너의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생각과 기도는 레지오넬라 세균의 

영향을 입은 모든 분들과 함께 하며, 이 끔찍한 병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께 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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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드립니다.” 

 

주주주주 보건부보건부보건부보건부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는박사는박사는박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는 모두 손을 

모아 도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레벨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카운티 보건 

커미셔너들과 매우 생산적인 브리핑을 방금 가졌으며 본인은 그들과 CDC의 파트너들이 

현재의 돌발과 싸우는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중요하며 공중보건을 지킬 것으로 믿습니다.”  

 

주지사와 CDC 국장 Thomas Frieden 박사 사이의 대화 후에 CDC는 현재의 

레지오넬라병 돌발과 싸우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에 팀을 배치하였습니다. 그 

팀은 국립면역호흡기질병센터(NCIRD)의 Claressa Lucas 박사와 국립 

환경보건센터(NCEH)의 Jasen Kunz 박사가 이끕니다.  

 

Lucas 박사, Kunz 박사 및 Zucker 박사와 함께 브리핑에 참가한 지역 공무원들:  

• Westchester 카운티 보건부 커미셔너 Sherlita Amler 박사 

• 뉴욕시 보건부 커미셔너 Mary Bassett 박사  

• Erie 카운티 보건부 커미셔너 Gale Burstein 박사 

• Nassau 카운티 보건부 커미셔너 Lawrence Eisenstein 박사 

• Cortland 카운티 보건부 커미셔너 Catherine Feuerherm 박사 

• Suffolk 카운티 보건부 커미셔너 James Tomarken 박사  

• Albany 카운티 보건부 커미셔너 Elizabeth Whalen 박사 

 

어제 Cuomo 지사는 주 보건부가 세균원이 될 수 있는 냉각탑 또는 증발식 응축기가 있는 

건물의 건물 소유주, 운전자, 관리자 및 임대주를 위해 레지오넬라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 보건 공무원들에 의한 레지오넬라 검사를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주 

전화선도 제공하였습니다. 그 번호는 888-769-7243과 518-485-1159번이며 건물 

소유주와 운전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된 요원들이 월요일~금요일의 

오전 8:30 ~ 오후 4:30 사이에 전화를 받습니다. 이 라인은 표본 수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건부의 검사를 원활히 할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즉시 보건의료업체나 

9-1-1로 전화하십시오. 

 

건물주, 작업자, 관리자, DOH로부터 레지오넬라 시험을 받고자 하는 집주인은 보내주신 

우편주소로 이름과 주소를 보내주시고 근무지 전화번호를: Legionella@health.ny.go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OH가 적절한 샘플링 키트를 샘플 수거를 위한 간단한 지시서와 

함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냉방병은 사람 대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레지오넬라는 물과 습한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개울, 연못, 온수 탱크, 에어컨 냉각탑과 증기복수기 내부 물, 발굴 

현장의 토양에서 발견되지만, 고농축 박테리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냉각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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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살균하는 것이 레지오넬라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람들에게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소형 건물에 이런 유형의 냉각탑이 

있지만, 물을 사용하는 방식의 냉각탑은 대개 대형의, 산업용, 상업용, 고층 거주지역에서 

발견됩니다.  

 

ASHRAE(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 Cooling Engineers)는 최근 

건물주가 준수해야 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DOH에서 배포한 냉방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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