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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 성명서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뉴욕주 의원들과의 줌(Zoom) 콘퍼런스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다음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 질의를 받았을 때, 연방 질의에 우선적으로
응답하기 위하여 의회의 요청을 일시적으로 미루어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하원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DOJ에 전달한 답변은 포괄적이고
투명했으며, 이후 즉시 주정부 자원을 2차 웨이브 및 백신 관련 정책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그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팬데믹 기간 중 뉴욕 주민을 가능한 한 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 주의 주지사에게 법무부가 요양원 관련 내용을 질의한 시점까지 진행된
일련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순:
8월 3일 -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YS DO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가 뉴욕주 의회에서 코로나 및 양로원/장기 돌봄 시설과 관련하여
증언
8월 20일 - 하원과 상원이 서면으로 DOH에 후속 질문 및 추가 정보 요청
8월 26일 - 법무부가 요양원 사망에 대해 민주당 지지 주 주지사에게 서면으로 답변 요청
9월 - 행정부가 DOJ 질의에 먼저 답할 수 있도록 주지사 직속 사무소가 의회에 8월
20일까지 답변 기한 연장 서면 요청
10월 28일 - DOJ가 요양원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 서면 요청
추수감사절/12월 초 - 뉴욕주에서 코로나 2차 웨이브 시작

12월 11일 - 화이자(Pfizer) 백신 승인
12월 14일 - 뉴욕주로 첫 번째 백신 공급

주정부 의원들과의 줌 콘퍼런스 회의에서 비서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koufis 상원의원: 커미셔너님,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아니라 더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질문 17개 였습니다. 하원의 서면
요청에는 질문이 더욱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보와 감사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6개월 동안이나 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불과 몇 주 전에 감사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양원 사망 문제보다 더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elissa DeRosa: 상원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답변으로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고 진실은 거의 언제나 통합니다. 서면 요청을 8월
말에 받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Trump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거대한 정치 게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요양원에서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트윗을
작성했습니다. Murphy를 저격했다가, Newsom을 공격하고, Gretchen Whitmer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법무부에 우리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DOJ의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꾼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해고된 상태이며, 그가 주지사들에게 서면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무부에 무엇을 보내야 할지, 의회에 무엇을 보내야
할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할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긴장한 생태였으며, 만약 조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이번 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대표를 찾아가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응답하기 전에 시간을 가질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 사태를 넘기
위해, 법무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태 수습에 착수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말해주듯이, 그들은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사를 포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서면으로
다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완성했을 때, 이미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8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2차 웨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는 동안 우리는 의회를 우선으로 생각했어야
합니다.
Skoufis 상원의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Melissa DeRosa: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Sontell과 Louann와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나은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하고자 합니다. 저는 매주 또는 격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답변을 더욱 자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솔직하게 대화하며 각자가 중요한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니며, 정보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소통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제 감사에서 매우 힘든 위치에 있으며,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4월 17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모두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7일 DOH는 주 정부의 규제를 받는 요양원
모두에 통보하여 시설 내 사망자 및 시설내 코로나 사망자의 수를 예측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이지만 의학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 수치이지만 예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요양원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된 수치라고
이해했고, 이것을 병원이 추정한 수치라고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4월 말에 600개의 요양원에서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요양원에서
1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수치를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 DOH는 매일 병원이 환자로 압도되거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고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게 재개가 가능한 경제 부분을
파악하는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으며, 대규모 개인 보호 장비(PPE) 부족이
발생했고, 우리가 Donald Trump로부터 매일 공격을 받는 동안 이러한 데이터를
입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000명입니다. 수치가 14,000가 아니었습니다.
6,000 일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이니셜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폐렴, 암,
에이즈 등 동반질병 목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모두 추정치 였습니다. 해당 시기였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해당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팬데믹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입수한
것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원의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나아질 것이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순서대로 질문에 성실하게 답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Shontell 또는 Louann이 일회성
또는 줌, 전화, 주간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과를 표명합니다. 저는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며, 이것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공화당과 같은 정치적 위치로 당신을 몰고 가려고 했던
의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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