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 성명서  

  

뉴욕주 법무장관실(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OAG) 보고서는 이번 팬데믹 기간 중 

총 사망자 수의 허위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OAG는 병원과 

양로원에서 발생한 총 사망자 수가 완전히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는 환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병원 내 사망자 수를 

항상 공개했으며, 별도로 양로원 시설 내 사망자 수를 공개했으며 이러한 공개 대상 

정보는 명확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실제로 OAG는 71페이지 각주에서 DOH가 시설 내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의 데이터가 명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시설 외부의 

사망자를 포함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허위보고'라는 단어는 보고서에 공개된 

것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OAG 보고서 

자체는 총 사망자 수에 대한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입니다.  

  

OAG의 보고서는 양로원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한 사람들의 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OAG는 이 경우 병원에서 사망했더라도 해당 사망자가 병원 사망자가 아닌 

양로원 사망자로 집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총 사망자의 수가 

변하지 않으며, 사망자를 병원과 양로원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DOH는 

사망 장소에 근거하여 수치를 보고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DOH는 양로원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람들의 수가 중요한 데이터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으며, 양로원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OAG 

보고서에 따르면 양로원에서 보고하는 데이터는 일관성이 없고 종종 부정확하기도 

합니다.  

  

법무장관의 일차 조사 결과 일부 양로원 사업자의 부당 행위가 밝혀졌으며, 해당 행위는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법무장관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를 

요청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DOH는 운영자의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하기 위해 OAG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17~21 페이지)  

  

양로원 운영자가 주정부의 감염 통제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 보고서의 

결과는 DOH의 자체 조사와 일치합니다. 이 보고서는 운영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주자를 적절히 격리하지 못했고, 직원에 대한 관리 또는 검사에 실패했으며, 아픈 

직원에게 계속 근무하며 환자를 돌보도록 강요했고, 감염 통제 프로토콜에 따라 직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간병인 대상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rion equipment, 



 

 

PPE) 확보, 착용,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양로원 

운영자가 숙지하고 있는 공중 보건법(Public Health Law) 및 DOH 지침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프로토콜의 위반은 용납되지 않으며, 운영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로 DOH는 이미 140건의 감염 통제 관련 소환을 비롯하여 즉시 고발 소환 

10건 이상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자는 코로나19 감염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양로원이 가족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직접 위반했습니다. (36 

페이지)  

  

또한 양로원 운영자가 DOH 및 OAG에 각기 다른 정보를 보고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OAG가 양로원 운영자가 허위 정보를 주정부에 제출한 상황을 파악한 

범위 내에서 OAG는 이러한 정보 불일치에 대한 내용을 DOH에 전달하여 공중 보건법 

위반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11 페이지) 양로원 운영자는 DOH에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민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DOH는 그 의무를 위반한 수많은 시설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는 양로원 환자와 직원 대상 검사 수를 늘리고, 검사 

역량을 대규모로 확대하며 검사를 더욱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DOH 직원을 배치하고, 

주정부 인력 포털에서 부족한 인력을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노력을 실시하여 시설 내 

전염율을 완화할 것입니다. (35 페이지)  

  

또한 보건부가 3월 25일 발령한 권고 사항이 연방 기관인 자문 메모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및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지침과 일치함을 

확인했으며, 실제로 초기 확진자 급증 시기에 병상 부족을 겪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OAG 보고서에 따르면, 양로원에서 입원한 환자를 

돌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7 페이지, 72 페이지 각주 45)  

  

OAG 보고서는 또한 DOH의 3월 25일 권고 사항이 양로원이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이는 지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서 DOH의 3월 25일 지침을 양로원이 적절하게 코로나19 환자를 

적절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침으로 

해석했지만, 이러한 해석은 양로원에 거주자 관리 의무를 부여한 법령 및 규정 

위반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법은 양로원이 "적절한 관리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주자를 받아들이고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10장 § 

415.26(i)(1)(ii). 일차 조사 결과는 많은 수의 양로원이 기본적인 평가 기준을 

이해한 상태에서 3월 25일 지침을 시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2 페이지 

각주 45)  

  



 

 

또한 OAG 보고서는 DOH의 3월 25일 권고 사항으로 인해 양로원에서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OAG가 자체 검토에서 언급한 DOH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가 병원에서 이송되기 전에도 98 퍼센트의 양로원 시설 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발견했습니다. (DOH 보고서 34 페이지) 인용:  

  

'2020년 3월 25일부터 2020년 5월 8일까지 NYSDOH에서 실시한 뉴욕주 

전체 양로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6,326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병원 한 

곳에서 총 310개의 개별 양로원으로 이송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데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6,326명의 환자를 받아들인 양로원 310곳 중, 

98 퍼센트에 해당하는 304곳에서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이송되기 전 

시설 내에 이미 확진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04곳의 양로원에서 

최소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 의심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또는 사망 추정자, 

코로나 확진 병원 환자 이송 전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병원에서 이송된 환자가 양로원에 코로나19를 전염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DOH는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확성을 지속적으로 발견했으며, 그 

결과 DOH는 수개월 전에 양로원에서 보고한 사망자 수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이러한 공개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병원 및 양로원 중 어떤 

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등록, 중복 등록, 이송 전 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등록되거나 

사망자의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기타 부정확한 일자 기록 등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DOH는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시설과 

소통했습니다.  

  

DOH는 이 감사가 완료되면 데이터를 공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감사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감사를 받은 DOH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숙련 간호 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에서 9,786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간호 시설 사망자가 5,957명, 병원 내 사망자는 3,829명입니다. 이는 

뉴욕에서 확인된 사망자 34,742명 중 28 퍼센트에 해당하며, 주정부 평균보다 낮습니다. 

전국적으로 카이저 가족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은 현재까지 CDC가 확진한 

미국 내 사망자 423,519명 중, 양로원 사망자는 146,888명으로 35 퍼센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로원 사망자, 즉 검사가 

적게 실시되었던 시기에 사망한 자 또는 사망자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증거가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2,957명이 포함할 경우, 이송 후 병원 또는 양로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CDC가 확인한 뉴욕의 총 코로나 사망자 또는 코로나 사망 

추정자의 29.8 퍼센트입니다. 총 사망자 더욱 적은 주에서 유사한 수준의 양로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펜실베니아 양로원 사망자 

10,287명(총 사망자의 49%), 플로리다 양로원 사망자 9,273명(총 사망자의 35%), 

메사추세츠 양로원 사망자 7,944명(총 사망자의 56%), 뉴저지 양로원 사망자 

7,733명(총 사망자의 36%).  

  

https://www.health.ny.gov/press/releases/2020/docs/nh_factors_report.pdf


 

 

양로원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13개의 주가 남아 있으며 뉴욕을 포함한 

9개 주에서만 코로나 추정 사망자 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지 않은 양로원 

사망자의 수를 보고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뉴욕주 사망자 수는 변함없이 34,742명이며, 뉴욕의 공공 코로나 대시 보드는 "해당 

데이터는 양로원 및 성인 치료 시설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확인된 사례 및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사례의 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에는 시설 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확인된 사례 및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사례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OAG의 보고서는 양로원 및 시설 운영자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Trump 행정부가 팬데믹 대응 의무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일 프로세스 또는 보고 메커니즘이 없는 상황에서 각 주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의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연방 기관인 

CMS,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CDC은 

전방위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데이터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끔찍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비극이며, 뉴욕은 연방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어떤 주보다 더욱 빠르게,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활발하게 관리 및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을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자산을 동원하여 문제에 대응하면서 

나머지 권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양로원 운영자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번 팬데믹에 대응하지 

못했으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올해 

주정부 예산(State Budget)에서 양로원 시설 감독에 대한 급진적 개혁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올해 이러한 개혁 과제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번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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