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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미국 보건복지부의 ALEX AZAR 장관에게 '물리적 보유' 상태의 백신 

선량이 배송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 발행  

  

Azar 장관, 연방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물리적 보유"중인 투여량을 배송할 것이라고 

주장  

  

뉴욕주에서는 CDC가 7백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로 자격을 확대함에 따라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50,000회 적은 250,000회 투여량의 백신을 받을 예정  

  

서신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 보건복지부의 Alex Azar 장관에게 "물리적 보관 

중인 있는 모든 선량"이 각 주에 운송될 것이라는 비서의 허위 주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발행했으며, 실제로 연방 정부는 이미 모든 투여량을 분배하였으며 

공급을 늘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현재 7백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에게 자격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지난주보다 5만 회 적은 25만 회 투여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해당 서신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Azar 장관님께:  

  

1년 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미 유럽으로 퍼졌으며 수백만 명의 여행객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항공편에 탑승하여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북동부에 잠복하였다는 명백한 현실을 

무시한 정책입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전염병에 대한 무능한 반응은 미국에서는 

2천4백만여 명의 확진 사례와 4십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초래했습니다.  

  

대통령과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대책반은 이 공중 보건 위기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반복적이며 부주의하게 실패하였고, 각 주가 중요한 장비를 구매할 때 자급하도록 

방치하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합리적인 공중 보건 지원 지침을 공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리는 엉망인 백신 배포 계획과 더불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Letter_to_Secretary_Azar_2021.pdf


 

 

연방 정부는 대량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합의적 계획과 자금을 각 주에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고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장관님은 2021년 1월 

12일 기자들에게 "물리적 보관 중인 모든 선량"을 배포함으로써 백신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발언하여 미국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와 불안,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실제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이미 모든 선량을 분배하였으며, 공급량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뉴욕은 곧 우리가 연방정부로부터 일주일 전에 비해 

50,000회 적은 분량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같은 주에 뉴욕을 포함한 많은 주들은 장관님의 요청에 따라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자격 요건을 5백만 명에서 7백만 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미국 국민은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뉴욕주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는 그것을 

"국가적 규모의 기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속임수에 대해 즉각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레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미국 국민들에게 "거짓을 말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미국 국민들이 기만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잘못된 관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추가 선량은 언제 방출되었습니까? 

그러한 공개 발언을 했을 때 추가 선량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백신 공급은 

언제 늘릴 것입니까? 우리가 약속한 두 번째 투여량이 실제로 도착할 예정입니까? 

우리가 공급량 증가를 약속받았을 때 뉴욕의 6주 차 할당량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제가 대표하는 1,945만 뉴욕 주민들은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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