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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보육자가 음식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예방 및 대응을위한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엘리야 법(ELIJAH'S LAW)"에 서명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는 인명 보호를 모든 조기 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Cuomo: "아버지로서, 나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마음의 

평화를 주고 보육 종사자들이 비상 사태에 대응하고 비극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조치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 있는 모든 아동 보육 프로그램이 음식 

알레르기 아나필락시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법안 (S.218B/A.6971B)에 

서명했습니다. "엘리야 법(Elijah's Law)"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법안은 뉴욕 출신의 3세 

Elijah Silvera가 심각한 낙농 알레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아소에서 구운 치즈 

샌드위치를 주었던 사건에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Elijah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후, 그의 어머니는 그가 무엇을 먹었는지 듣지 못했고, 911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Elijah는 2017년 11월에 사망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나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마음의 평화를 주고 보육 종사자들이 비상 사태에 대응하고 

비극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조치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Elijah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을 겪었고, 다른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  

  

Brian Benjam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lijah Silvera는 탁아소에서 

치즈 샌드위치를 먹였을 때 겨우 3살이었습니다. 탁아소는 그가 유제품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그 결과로 생긴 아나필락시스트 쇼크로 

사망했다고 말했을 때 제 마음은 무너져내렸습니다. 저는 Al Taylor 하원의원과 함께 

뉴욕의 다른 아이와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lijah와 같은 예방할 수 있는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Al Taylo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한 교실당 

심각한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가 2명 있습니다. 어떤 가족도 대처할 능력이 없는 

곳에서 자녀가 알레르기 발작을 겪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됩니다. 

엘리야 법(Elijah's Law)은 모든 학습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더욱 나은 보살핌을 받고, 교육 

센터가 아나필락시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자원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모든 어린이의 안전을 개선할 것입니다. 저는 주지사와 제 동료들, 특히 

Silvera 가족과 엘리야의 울림 재단(Elijah's Echo Foundation)이 이 법안 서명 서명을 

지원해주신것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법(Elijah's Law)에 따라, 우리는 뉴욕에 

있는 다른 어떤 가족도 그러한 비극을 겪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정책은 뉴욕 학교 지구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나필락시스의 예방 및 비상 대응을 위해 아동 보육 프로그램에 

유사한 지침과 절차를 따를 것을 의무화합니다. 이 지침은 소아과 의사 및 알레르기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커미셔너가 만들게 

될 것이며, 직원 교육 과정, 어린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 및 응급 대응 

프로토콜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안에 따라 보건위원회(Health Commissioner) 는 아나필락시스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정보 자료를 만들어 아동 보육 센터, 지역 학교 교육위원회, 차터 

스쿨 및 협력 교육 서비스 위원회에 배포하고 이러한 자료를 보건부(DOH)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학교 및 아동 보육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아나필락시스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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