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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CUOMO 주지사와 CHRIS CHRISTIE 주지사,
주지사 JFK 공항과 NEWARK LIBERTY 국제 공항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에볼라 추가 검역 규제 발표
Liberia, Sierra Leone 또는 Guinea의 에볼라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들의 필수 검역소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와 Chris Christie 주지사는 오늘 JFK 공항과 Newark Liberty 국제 공항
양쪽에서 에볼라에 대한 추가 검역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 JFK 공항과 Newark Liberty 국제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뉴욕 및 뉴저지 보건국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검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 JFK공항과 Newark Liberty 국제 공항에 배치된 각 보건부 팀은 해당 법률에 따라 최장 21일
동안 입원, 격리 및 기타 공중 보건 개입 여부에 대하여 자신의 재량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모든 의료 담당자 등 서 아프리카 3개국(라이베리아, 시에라 리온 또는 기니) 중 한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인과 직접 접촉한
개인의 필수 검역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서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여행한 모든
개인은 감염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공공 보건당국이 감시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해당자의 특정 상황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격리될 수 있습니다.
• 뉴욕 및 뉴저지는 Newark와 JFK로 여행하는 뉴욕 및 뉴저지에 거주지를 둔 여행자들에
대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해당 주의 보건당국 간의 소통 규약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CDC(Centers of Disease Control)와 CBP(Customs Border Patrol)는 뉴욕 및 뉴저지 보건부에
실시간으로 모든 검역 상황을 보고하고, 일 단위로 그 날의 검역 상황 및 CDC에 대한 개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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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취임 이후 뉴욕시민들의 안전과 보호에 대하여 주의 측면에서 잘못을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에볼라에 대한 현재의 상황은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가
밟고 있는 단계는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주민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 Christie 주지사와 그의 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것은 진화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수행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거 우리는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Christie 주지사는 “저는 추가 검사 및 강화된 기준과 함께 Cuomo 주지사가 하려는 이러한 공동
노력과 정확히 일치하는 뉴저지 주민들의 공중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취해야
한다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책 강화를 요구함으로써 의심되는 모든 케이스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시민들로부터 에볼라에 대한 공중 보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새로운 뉴욕주
정보 라인을 개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보 라인은 무료이며 숙련된 상담원들은 연중무휴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로 시민들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정보 라인 연락처는 1-800-8612280입니다. 이 라인은 공중보건 정보 제공 전용으로 개설된 것입니다. 개인이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 관리 서비스 또는 911에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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