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3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COVID-19로 피해를 입은 뉴욕 주민을 즉시 지원하기 위해 입법부와 

유급 휴가법에 대한 3자 합의 발표  

  

주지사의 프로그램 법안은 일자리 보호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격리 

중인 뉴욕 주민에게 임금 보장  

  

법안은 또한 주지사 행정부 예산에서 먼저 추진한 포괄적인 유급 병가 제안을 채택  

  

주정부가 격리 중인 뉴욕주 근로자에게 2주 간의 유료 휴가를 제공한다는 주지사 발표에 

따른 조치  

  

드라이브 스루 COVID-19 모바일 검사 시설은 뉴 로셀의 성공 사례를 따라 나소 

카운티에서 오늘 개장  

  

주정부는 서퍽 카운티, 록랜드 카운티,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드라이브 스루 모바일 검 

시설 개장  

  

주정부는 병원 수용 가능 인원을 '확대'하겠다는 주지사 노력의 일환으로 퇴직 간호사 및 

의사에게 병원 의료진 지원을 요청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 및 뉴욕주 의료 협회, 1199 SEIU에 드롭인 형식의 보육 방법을 

신설하고 병원의 보육 시설을 확대할 계획을 세워 병원 노동자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 

보장할 수 있도록 지시  

  

뉴욕주, 432건의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사례 확진되었으며 이는 주 전역의 18개 

카운티에서 총 1,374건의 새로운 사례 확인  

  

Cuomo: "지금은 이 나라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순간이며, 진정한 위기와 혼란의 

시기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에 뉴욕 주민들에게 보내는 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이해하며, 두려움을 이해하고, 조금 더 

자비를 베풀며, 좀 더 위로하고, 좀 더 협조합시다. 우리는 이를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신종 코로바나이러스 감염증 또는 COVID-19로 인해 

격리 중인 뉴욕 주민에게 일자리 및 급여를 보장하는 법안에 대하여 입법부와 3자 합의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법안에는 주지사의 2021 회계년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 제안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영구적 종합 유급 병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의무 또는 예방 격리의 대상이 된 모든 

주 근로자에게 2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할 것이라는 지난 주 주지사의 발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의 드라이브 스루 COVID-19 모바일 검사 시설이 오늘 롱아일랜드에서 

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서퍽 카운티, 록랜드 카운티 및 스태튼 

아일랜드에 드라이브 스루 COVID-19 모바일 검사 시설을 개장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3월 13일 문을 연 뉴 로셸 모바일 검사 센터의 성공에 이어 이루어졌습니다. 승차 

진료 이동식 검사소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아프거나 감염된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의료 시설에 접근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시설은 이번 주까지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이 COVID-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주지사의 선도적인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가 자격을 갖춘 전직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전문가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병원 인력을 보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와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는 은퇴한 의료 전문가를 비롯한 간호, 

공중 보건 및 의학 학교에 편지를 보내 COVID-19 사태 기간 동안 자격을 갖춘 의료 

인원이 긴급 근무 업무에 참여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 전문가는 

health.ny.gov/assistance를 통해 보건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와 뉴욕주 의료 협회(Health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에 1199 

국제 서비스 노동자 연합(1199 SEIU)와 협력하여 드롭인 보육 방식을 개발하고 병원의 

보육 시설을 확대할 계획을 세워 병원 인력을 위해 보육 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금요일까지 주정부에 힙동 계획을 제출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이러스와 접촉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 COVID-19로 인해 격리된 뉴욕주 근로자들에게 2주 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여 좋은 선례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의한 유급 병가 조치에 

따라 모든 뉴욕 주민까지 보호 조치가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뉴욕 주민도 필수적인 

공중 보건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직업이나 소득을 잃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나라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순간이며, 진정한 위기와 혼란의 시기로서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PB_9_PAID_SICK_LEAVE_BILL.pdf
https://www.governor.ny.gov/news/during-novel-coronavirus-briefing-governor-cuomo-announces-new-york-state-will-contract-28
file:///C:/Users/Executive%20Chamber/Desktop/health.ny.gov/assistance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에 뉴욕 주민들에게 보내는 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이해하며, 두려움을 이해하고, 조금 더 자비를 베풀며, 

좀 더 위로하고, 좀 더 협조합시다. 우리는 이를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의무 또는 예방 격리, 분리 명령을 받은 COVID-19 피해 근로자의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주지자의 법안은 다음을 제공할 것입니다.  

• 직원이 10명 이하이고 순이익이 100만 달러 이하인 고용주의 경우, 격리 명령 

기간 동안 일자리를 보호하고 근로자가 격리 기간 동안 급여를 최대 150,000 

달러까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가족 유급 휴가(Paid Family Leave) 및 장애 

혜택(단기 장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직원이 11-99명인 고용주, 그리고 직원이 10명 이하이나 순이익이 100만 달러 

이상인 고용주의 경우, 격리 명령 기간 동안 최소 5일을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근로자가 격리 기간 동안 급여를 최대 150,000 달러까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가족 유급 휴가(Paid Family Leave) 및 장애 혜택(단기 

장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직원 100명 이상인 고용주와 모든 공공 고용주(직원 수와 관계 없음)는 유급 

병가를 최소 14일 이상 제공하고 격리 명령 기간 동안 일자리 보호를 보장합니다.  

  

격리 법안의 규정은 통과 즉시 발표되어, 뉴욕 근로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주지사가 시정방침(State of the State) 및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의 

일부로 추진한 포괄적 유급 병가 제안을 포함하며, 제정 180일 후 발효됩니다. 특히이 

법안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직원 4명 이하이며 순수익이 100만 달러 이사인 고용주는 매년 최소 5일의 무급 

병가를 제공합니다.  

• 직원이 5-99명이며 순수익이 100만 달러 이상인 고용주는 매년 최소 5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합니다.  

• 직원 100명 이상인 고용주는 매년 최소 7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432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뉴욕주에서 총 1,374건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총 

1,374명의 환자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시: 644(187건 추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380(157건 추가)  

나소 카운티: 131(24건 추가)  



 

 

서퍽 카운티: 84(21건 추가)  

올버니 카운티: 23(11건 추가)  

록랜드 카운티: 22(9건 추가)  

더치스 카운티: 16(6건 추가)  

오렌지 카운티: 15(4건 추가)  

먼로 카운티: 10(1건 추가)  

사라토가 카운티: 9(4건 추가)  

얼스터 카운티: 8(1건 추가)  

이리 카운티: 7(1건 추가)  

스키넥터디 카운티: 5(1건 추가)  

앨러게니 카운티 2  

그린 카운티: 2  

Onondaga 카운티: 2(1건 추가)  

퍼트넘 카운티: 2  

톰킨스 카운티: 2(1건 추가)  

브룸 카운티: 1  

클린턴 카운티: 1(1건 추가)  

델라웨어 카운티 1  

허키머 카운티: 1  

몽고메리 카운티: 1  

온타리오 카운티: 1  

렌셀러 카운티: 1(1건 추가)  

설리번 카운티 1(1건 추가)  

티오가 카운티: 1  

와이오밍 카운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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