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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정부 여러 기관이  레지오넬라 균을 테스트하고 

Bronx의 추가적으로 더해지도록 요청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이틀 간 

노력은 500 개 이상의 건물 지역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이동 명령 

센터(State Mobile Command Center)는 Hostos Community College에 설립되어 이러한 

노력을 이끌 것이며, 확장 된 봉사 활동 및 테스트 노력이 자치구에 걸쳐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보건 담당국이 이끄는 팀은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들에게 

레지오넬라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뿐만 아니라 냉각 타워에 대한 추가적인 건물 

조사를 실시합니다. 재난 관리의 뉴욕 주 사무실과 화재 방지 및 통제의 사무실이 이끄는 

팀은 건물 지역의 냉각 타워에서 샘플을 채취합니다.  
 

"우리는 레지오넬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발발은 Bronx와 뉴욕시의 나머지 부분에 

걸쳐 사람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주민들은 우리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정부는 우리의 연방 

및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우리는 함께 뉴욕 시민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 
 

보건 담당국이 이끄는 팀은 영향을 받은 지역인 Bronx에 전단지를 돌리고, 냉각탑에 대한 

추가적인 건물 조사를 실시하며 일반인들에게 레지오넬라 질병을 알리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팀은 4개의 기차역, Grand Concourse와 161st Street, River Avenue 

(Yankee Stadium) Stations에 위치 할 것이며, 또 5개의 기차역인 3rd Avenue와 149th 

Street 그리고 Gun Hill Road (Co-op City) Stations등에 위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질병 통제 및 예방과 건강의 뉴욕시의 부서 및 정신 위생 센터 (CDC)의 

긴밀한 협력으로 계속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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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에, 주지사는 주 정부는 박테리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냉각탑 또는 증발 콘덴서 

단위로 소유자, 운영자, 관리자, 건물의 집주인들에게 무료로 레지오넬라 테스트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무료로 제공되고, 두 핫라인 추가하며 이는 

테스트 샘플들의 수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해당 번호는 888-769-7243 및 

518-485-1159아며,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4시 반 사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을 

받은 인력이 배치됩니다. 
 

이 테스트 지원은 또한 건물 소유자 및 운영자들이 레지오넬라 균에 감염될 가능 성이 

있을 경우 8 월 중순 전에 테스트 받도록 최근 뉴욕시가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건물의 소유자, 운영자, 관리자, 집주인들이 레지오넬라 균에 대한 DOH 

테스트를 원하거나 키트를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다음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십시오 :Legionella@health.ny.gov. DOH는 시료 채취에 대한 간단한 지침과 적절한 

샘플링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DOH 는 테스트의 결과를 제공하고, 시험에서 레지오넬라 균의 위험 수준을 표시되면 

이를 알려줍니다. 테스트 결과치가 박테리아의 위험 수준을 표시 할 때, 주정부는 즉시 

소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 및 관리자와 함께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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