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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고용주의 검사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뉴욕 포워드 코로나 안전 

근무지 파트너십 발표  

   

뉴욕시 및 업스테이트 뉴욕의 상업용 건물 소유주 21명이 검사 촉진 노력에 참여  

   

코로나19 검사 확대는 안전한 경제 재개의 핵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고용주의 코로나19 검사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 파트너와 뉴욕 포워드 코로나 안전 근무지(New York Forward 

COVID-Safe Offices)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파트너십에 참여한 21인은 직원에 대한 정기 진단 검사 실시에 관심이 있는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검사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을 독려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후로, 뉴욕은 항상 우리에게 

회복이란 공중 보건과 경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왔니다. 

그리고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와의 신규 파트너십을 통해 

도심지 및 상업용 부지를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뉴욕주 및 지방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노력입니다. 검사 이용이 용이해지면 고용주와 직원이 과학과 

데이터에 따라 안전한 업무 복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뉴욕주의 

경제 회복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지사의 2021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의 일환으로 첫 번째로 발표된 

이번 파트너십은 뉴욕이 안전한 경제 활동 재개 및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는 핵심 노력인 검사를 확대하여 근로자가 근무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시에서 부동산 소유주 8명이 1억 평방피트 이상 규모의 상업용 사무실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서는 주도 지역, 버펄로, 로체스터, 시러큐스 지역 등의 

부동산 소유주 13명이 임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 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추가 부동산 

소유주의 참여를 독려햐여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outlines-2021-agenda-reimagine-rebuild-renew-0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및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정부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관련 이해 관계자와의 신규 파트너십은 더욱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다시 근무지로 소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직장에서 

근무하는 고객에게 의존하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지원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업 부동산 소유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시  

• Brookfield Properties  
• L&L Holding Company  
• Related Companies  
• RXR Realty  
• Rudin Management Company  
• SL Green Realty Corp.  
• Tishman Speyer  
• Vornado  

  

버펄로  

• Iskalo Development Corp.  
• Savarino Properties, LLC  
• Uniland Development Company  

  

주도 지역  

• Galesi Management Group  
• Omni Development Company, Inc.  
• First Columbia, LLC  

  

로체스터  

• Buckingham Properties  
• Gallina Development  
• Gordon & Napatow Families  
• Three City Center Partners  

  

시러큐스  

• Sutton Real Estate  
• VIP Structures  
• JF Real Estate  

  

뉴욕은 코로나19 위기 전반에 걸쳐 검사 능력을 개발하는 데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하루 평균 200,000 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역량은 계속 

안전하게 경제를 개방하려는 노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뉴욕 주민이 더욱 나은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코로나 안전 근무지 파트너십은 최근 운영을 



 

 

시작한 뉴욕 포워드 신속 검사 프로그램(New York Forward Rapid Test Program)을 

기반으로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경제 부문 재개를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일반 대중이 저비용 신속 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 활동 재개를 돕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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