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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오늘의오늘의오늘의 팀들은팀들은팀들은팀들은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받은받은받은받은 지역뿐만지역뿐만지역뿐만지역뿐만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Morrisania, Hunts Point, Mount Eden, 

Mott Haven 및및및및 Highbridge에도에도에도에도 집중집중집중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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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주의 다기관 배치팀이 Bronx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 이동지휘센터가 Hostos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 

노력을 이끌고 있으며, Bronx 전역에서 아웃리치 및 검사 확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노력에서는 125개 건물을 취급하였습니다. 오늘 주 공무원들은 영향을 

받은 지역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Morrisania, Hunts Point, Mount Eden, Mott Haven 및 

Highbridge도 취급할 것입니다. 뉴욕시와 Albany의 주 비상작전센터들도 열려 조율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뉴욕주민들이 우리가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손을 모아 돕는 노력을 

계속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우리 커뮤니티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고 안심해야 합니다.” 
 

주 보건부가 주도하는 이 팀들은 Bronx의 영향을 받은 지역을 훑으면서 일반인들에게 

레지오넬라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냉각탑이 있는 추가 건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뉴욕시 보건정신위생부와의 긴밀한 조율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작전센터 소장 Jim Malatra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더 많은 훈련된 보건 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우리는 주정부가 Bronx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여기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돌발을 다루고 이 질병을 억제하여 뉴욕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Korean 

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Bronx에서 

추가 냉각탑 시스템을 검사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보건 전문가 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병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목요일에 주지사는 세균원일 수 있는 냉각탑 또는 증발 컨덴서 장치가 있는 건물의 

소유주, 운영자, 관리자 및 임대주에게 무료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제공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검사는 무료로 제공되며 검사 표본 수거를 지원하기 위한 두 대의 

핫라인도 설치되었습니다. 번호는 888-769-7243과 518-485-1159이며, 훈련된 요원이 

월요일~금요일의 오전 8:30 ~ 오후 4:30 사이에 전화를 받습니다. 
 

또한 이 검사 지원은 레지오넬라균의 소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냉각탑을 8월 중순 이전에 

검사하라는 뉴욕시의 최근 명령을 건물 주인과 운영자들이 준수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레지오넬라균을 위한 DOH 검사를 받기 원하는 건물 소유주, 운영자, 관리자 및 임대주는 

키트를 우송할 이름과 주소 및 근무지 전화번호를 다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Legionella@health.ny.gov. DOH가 적절한 샘플링 키트를 샘플 수거를 위한 간단한 

지시서와 함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주 DOH는 검사 결과를 제공할 것이며 검사가 위험한 수준의 레지오넬라균 또는 기타 

세균을 나타내는지를 알릴 것입니다. 검사에서 위험한 세균 수준이 나타날 때는 

주정부는 건물 주인 및 관리자와 협력하여 즉각적 소독을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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