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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의사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30일간의 개정안 발표  

  

공공에 위험을 끼치는 중범죄로 기소된 의사에게 즉각적인 의료 행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보건부 커미셔너  

  

커미셔너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급받아 의사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하도록 허용  

  

요청받은 문서를 생산하는 데 할당된 시간 단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의사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30일간의 예산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 행위에 관련되어 중죄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의료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기소된 의사의 자택, 

사무실, 소지품 등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건부 커미셔너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이 법안으로 관련 문서 제공 시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저지르는 이런 유형의 불법 행위는 믿음에 

대한 비열한 배신입니다. 신의를 저버린 일에 대한 최근의 폭로는 우리가 반드시 이 

끔찍한 행동을 단속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완전히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법안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보장하고 환자와 그 가족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Hippocratic Oath)에 따라, 의사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뉴욕주 법은 의사가 법을 위반하고 

환자의 신뢰를 저버릴 때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건부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제안한 개정안은 의학적 불법 행위를 막고 뉴욕 주민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건부의 권한을 확대할 것입니다.”  

  



 

 

의료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관한 최근의 폭로를 계기로, 이 법안은 주정부의 의료 불법 

행위 수사 절차를 정비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Hippocratic Oaths)를 위반하여 일반 

대중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의사를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의사가 중죄 혐의로 기소되고 불법 행위가 공공의 위험이 되는 경우, 보건부 

커미셔너는 전체 의료 행위 또는 의료 행위 일부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의료 행위 정지 후 90 일 이내에 개최되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보건부 커미셔너는 보건부가 의사의 아파트, 차량, 직장 등을 수색하고 관련 서류 

및 컴퓨터를 압류할 수있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셋째, 커미셔너의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기간이 30일간에서 10일간으로 

줄어듭니다.  

  

현행법에 따라, 즉결로 의료 행위를 중지시키는 일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지만 

범죄에 관련될 경우 유죄 판결이 필요합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현재 

소환장을 발부하기 위해 전문 의료 행위 위원회(Board for Professional Medical 

Conduct)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환장은 법원에서 

명령한 소환장은 아닙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957C7E4273718570852582330074FFF4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