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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보건 국장인 박사 MARY BASSETT과
과 뉴욕 주 보건 국장인 박사 HOWARD
ZUCKER는
는 레지오넬라 폐렴에 발병에 대한 업데이트 제공

오늘, 뉴욕 시 보건 및 정신 위생 국장 Bassett 박사와 뉴욕 주 보건 국장 Zucker 박사는
Bronx에서 레지오넬라 폐렴에 발병에 대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주에서
운영하는 Albany에 위치한 Wadsworth 실험실에서 수행되었고 모든 정보는 균일하고
조정되었습니다.
오늘로서, 총 영향 구역 내에서 11개의 지역에서 레지오넬라 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한, 영향 구역 외에서 South Bronx의 발병과 관련이 없는 4 지역에서 레지오넬라 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로 3지역이 레지오넬라 균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주에서 지난 주말에 영향
구역 외에서 실시한 결과이며 이는 South Bronx의 발병과 관련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18개의 지역이 영향 구역 내외에서 식별되었습니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영향 구역에 있는 냉각기는 즉시 소독되었고 재조정되었으며
양성 판정을받은 지역에서도 즉시 소독 및 재조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래의 리스트는 오늘까지 구역 내에서 식별된 지역입니다.
• 콘코스 플라자,
플라자 198 E. 161st. St.
• 오페라 하우스 호텔,
호텔 436 E. 149 St.
• 링컨 병원,
병원 234 E. 149th St.
• 스팀라인 플라스틱,
플라스틱 2950 Park Ave.
• 제이콥 딸들의 양로원,
양로원 1160 Teller Ave.
• 우체국,
우체국 558 Grand Concourse
• 버라이즌,
버라이즌 117 E. 167th St.
• 브롱스 주택 법원,
법원 1118 Grand Concourse
• 뉴욕시 교육부455
Southern Boulevard. Also called Samuel Gompers High
교육부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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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S PATH인테이크
인테이크 센터,
센터 151 East 151st Street.
• 브롱스 정의의 홀, 245 E 161ST Street
다음 지역들은 검사 결과 식별되었으나 영향 구역 밖에 있으며 발병과 관련이
없습니다.
• 버라이즌,
버라이즌 1106 Hoe Ave.
• 경찰서1086
경찰서
Simpson St.
• 1201 Lafayette Ave.
• 230 East 123rd St.
오늘 확인된 영향 구역 외의 3개 지역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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