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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DE BLASIO 시장시장시장시장, MARK-VIVERITO 의장은의장은의장은의장은 레지오넬라레지오넬라레지오넬라레지오넬라 폐렴을폐렴을폐렴을폐렴을 

대처하기대처하기대처하기대처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공동공동공동공동 비상비상비상비상 규정을규정을규정을규정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오늘, Cuomo 주지사, de Blasio 시장, 뉴욕 시의회 의장 Mark-Viverito는 주와 시가 

공동으로 레지오넬라 폐렴에 대처하기 위한 균일한 규정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규정과 입법은 주지사의 사무실, 시장의 

사무실과 시의회 대표가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South Bronx에서 

레지오넬라 폐렴의 발병과 주의 다른 지역에서의 발병은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했습니다.  

 

규정은 냉각탑의 유지 보수 및 테스트를 위해 시간대 및 프로세스를 강제 할 것이며, 주 

전체 레지스트리 ,준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 패키지는 

레지오넬라 폐렴과 싸울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냉각탑을 유지하는 최초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지사가 시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장이 채택하고 주지사는 이 정책을 주 전체로 

적용시키기 위해 그의 비상 권한을 사용할 것입니다. 목표는 다음 몇 일 안에 규정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발병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이 통합된 

접근 방식은 이러한 노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미래에도 레지오넬라 폐렴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해 이러한 긴급 규정에 힘을 합쳐 협조하는 시에도 감사 드립니다.” 

 

“South Bronx에서의 레지오넬라 폐렴과 같은 전례 없는 사건의 발생은 전례 없는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de Blasio 시장이시장이시장이시장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입법 조치는 연합의 모든 주에서 

최초의 규정이며, 주요 미국 도시에서도 유사한 조치 중 최초의 것입니다. 이는 

레지오넬라 폐렴에 대항하는 냉각탑을 위한 새로운 등록, 청소 및 모니터링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현재 발병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미래에 이러한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을 찾고 이 획기적인 법안은 우리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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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합니다. 시장의 사무실은 시의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것이고 우리의 주 및 

연방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뉴욕뉴욕뉴욕뉴욕 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 의장의장의장의장 Melissa Mark-Viverit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 시의회는 

레지오넬라 폐렴에 대응하기 위한 냉각탑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위해 다른 뉴욕 주를 

위한 모델로 함께 일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동료들인 Vanessa 

Gibson, Corey Johnson, Jumaane Williams과 함께 지지하는 이 법안은 냉각탑을 위한 

새로운 등록, 유지 보수 및 검사 요구 사항을 만들 것이고 시에서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Bill de Blasio 시장과 Mary Bassett 박사가 있는 도시와, 

Andrew Cuomo 주지사와 Howard Zucker 박사 하의 주와 연방 정부는 이 발병에 있어 

전반에 걸쳐 협력을 했으며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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