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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H GARVEY 주지사의 특별 고문 성명서  

  
  

"행정부가 시설 사망에 관한 추가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7월 6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보고서가 공개되었을 때, 그리고 일간 프리핑 및 데이터 관련 기자회견 중 다수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설에서 해당 자료가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공개 성명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밝힌 내용과 같이, 해당 시설 사망자가 

양로원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중 집계가 발생해 자료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Melissa DeRosa, Linda Lacewell, Jim Malatras 등 코로나 태스크포스(COVID 

Taskforce) 구성원들은 보고서 초안 검토에 참여했으며, 이들 중 누구도 사망 관련 

수치를 수정하거나 사망 자료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매우 명확하거나 완전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과거 공개하지 않았던 DOH 데이터 관련 질의에 답하고  보고서 결론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 후, 먼저 상황을 확인한 후 사망 장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데이터는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회는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데이터 셋의 불명확성을 고려할 때, 추가 

데이터를 포함한 개정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종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당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DOH는 발행한 

보고서 원본과 개성판 모두가 유효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보고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두 데이터 셋 모두 같은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내려졌습니다. 사용한 방법론은 보고서에 공개되었으며 

시설 내 상황에 특정하여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공공 데이터를 항상 

집계해 온 방식입니다.   

  

시설 밖 데이터에 대하여 공청회에서 계속 논의했으나 우리는 이러한 사망자가 사망지 

데이터를 통해 총 사망자 숫자에는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의원이 DOH에 보고되었지만 공개되지 않은 시설 밖 사망자가 존재한다는 시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공청회 및 질의에서 

다루어졌지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아래 참조).  

  

현재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검토가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치를 낮게 조정한 적이 없습니다. 총 사망자 

수는 사망 장소에 관계 없이 항상 공개되었고, 데이터 집계 방법 또한 정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3월 25일 자문 메모로 인해 사망자 수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모든 사망자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으며, 현재 시설 밖 사망자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신괴할 수 없는 일부는 제외되었으며, 해당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한 보고서는 7월 보고서 원본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과거 진술의 사례:  

  

2020년 5월  

• 2020년 5월 5일: (기자 회견 질의응답) - 기자: 주지사님, 양로원에 대한 

새로운 보도가 있었으며, 오늘 총 사망자가 약 1,700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모두 집계되었습니까? 

그들은 다르게 분류되고 있습니까? 보고서에서 어떻게 누락되었습니까?  

• Cuomo 주지사: 솔직히 저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Jim과 

Melissa에게 답변을 요청할 것입니다.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 확정과 사망 가능 또는 추정입니다. 수치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일부에서는 사망 확정과 사망 추정 두 가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치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구분하여 별도로 보고하고, 

구분하되 함께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Jim이 저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 Jim Malatras: 정확합니다, 주지사님. 우리는 과거 데이터를 보고했고, 

양로원에 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원래 보고 받은 것은 총 사망자 

3,100명입니다. 이중 사망 확정자는 실제로 2,100명입니다. 이것은 공식 

카운트에 추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 추정 및 사망 확정 모두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확정자들은 우리가 이미 공식적 집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망 확정이 아닌 수를 보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카테고리 모두를 공개하여 모두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도시에서 두 가지를 함께 보고하고 있으며, 

이것을 분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망 추정과 사망 

확정을 구분하여 보고할 것을 명확하게 요청했습니다.  

• 질문: [잘 들리지 않음] 이번주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사벨라 게리아트릭 

센터(Isabella Geriatric Center)는 98명의 사망자가 있었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이보다 적은 60명대로 기재되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병원 사망자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즉, 시설에서 병원으로 

이송된다면 다르게 집계됩니까?  

• Jim Malatras: 해당 사례는 입원자 사망으로 보고됩니다. 이사벨라의 

경우, 60명으로 보고했지만 실제로 사망 확정은 21건이었고, 나머지는 



 

 

사망 추정이었으며 우리는 해당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보낸 것과 일치하는 방식이지만, 우리는 시설에 

자료 업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 Cuomo 주지사: 사실 이러한 숫자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망 확정에 대해 이야기 했고, 그 의미를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망 추정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라 추정합니까? 

또한 가정 내 사망, 병원이나 양로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 가정에서 사망 등 

이러한 수치를 어떻게 집계하고,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모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5월 23일 - 더 시티(The City)  

얼마나 많은 퇴역 군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 확정 또는 사망 추정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뉴욕주 보건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5월 22일까지 주민 3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치에는 병원에서 사망한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중 집계를 막기 위해 뉴욕주 코로나 사망자 

총 수치에만 포함되었습니다.  

https://www.thecity.nyc/coronavirus/2020/5/23/21270845/remember-their-names-nyc-
veterans-nursing-home-staff-leaks-list-of-48-who-died  
 

5월 28일 - NY1  

당초 주정부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시설에서 사망한 주민만을 집계했습니다. 

그리고 감염 의심자가 사망했을 때에만 총 사망 주민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성인 돌봄 시설 주민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 수치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보건부는 "공개된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이중 집계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ny1.com/nyc/all-boroughs/news/2020/05/28/extent-of-coronavirus-
carnage-in-new-york-nursing-homes-may-never-be-known  
  

7월 6일 보고서 - 11 페이지의 그림 2는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망 확정 및 사망 추정. NH 인구는 요양원 시설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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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3일 공청회:  

  
https://www.nysenate.gov/sites/default/files/08-03-2020_senate_health-
care_facilities_and_covid-19_final.pdf  
  

 HOWARD ZUCKER 박사: 저는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사망한 

수치도 보고했습니다. [잘 들리지 않음]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병원 사망자로 보고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양로원에서 사망한 

https://www.health.ny.gov/statistics/diseases/covid-19/fatalities_nursing_home_acf.pdf
https://www.health.ny.gov/statistics/diseases/covid-19/fatalities_nursing_home_acf.pdf
https://www.health.ny.gov/statistics/diseases/covid-19/fatalities_nursing_home_acf.pd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ecf6b5d-b1545253-eecd9268-0cc47aa88e08-d75dfe5af27fa653&q=1&e=a6c127a5-b9e7-41ce-9471-ef92dd146d2a&u=https%3A%2F%2Fwww.thecity.nyc%2Fcoronavirus%2F2020%2F5%2F23%2F21270845%2Fremember-their-names-nyc-veterans-nursing-home-staff-leaks-list-of-48-who-died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ecf6b5d-b1545253-eecd9268-0cc47aa88e08-d75dfe5af27fa653&q=1&e=a6c127a5-b9e7-41ce-9471-ef92dd146d2a&u=https%3A%2F%2Fwww.thecity.nyc%2Fcoronavirus%2F2020%2F5%2F23%2F21270845%2Fremember-their-names-nyc-veterans-nursing-home-staff-leaks-list-of-48-who-died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538635cc-0c1d0cc2-5384ccf9-0cc47aa88e08-ed96435547439d0e&q=1&e=a6c127a5-b9e7-41ce-9471-ef92dd146d2a&u=https://www.ny1.com/nyc/all-boroughs/news/2020/05/28/extent-of-coronavirus-carnage-in-new-york-nursing-homes-may-never-be-known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538635cc-0c1d0cc2-5384ccf9-0cc47aa88e08-ed96435547439d0e&q=1&e=a6c127a5-b9e7-41ce-9471-ef92dd146d2a&u=https://www.ny1.com/nyc/all-boroughs/news/2020/05/28/extent-of-coronavirus-carnage-in-new-york-nursing-homes-may-never-be-known
https://www.health.ny.gov/press/releases/2020/docs/nh_factors_report.pdf
https://www.nysenate.gov/sites/default/files/08-03-2020_senate_health-care_facilities_and_covid-19_final.pdf
https://www.nysenate.gov/sites/default/files/08-03-2020_senate_health-care_facilities_and_covid-19_final.pdf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양원에서 얻은 

정보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우리는 이중 집계를 피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사망한 사람이 또 다른 곳에서 사망했다고 계산하는 셈입니다.  

  

 HOWARD ZUCKER 박사: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정보가 이중 집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 사망한 사람을 집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양로원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면, 또는 그들이 병원에서 투병 중이었다면, 이 사람이 코로나로 사망했는지 

다른 이유로 사망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제 말은 과거 폐렴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질병 예방 통제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추정치에 따르면, 2개월 동안 27 퍼센트의 사람이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CDC 디렉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망자의 정확한 사인입니다. 그들은 왜 사망한 것입니까?  

  

BRAUNSTEIN 하원의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볼 때까지 

보고서의 결론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로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수많은 사람을 놓쳤고, 이후 이들은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향후 보고서의 결론이 가진 신빙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보고서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이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HOWARD ZUCKER 박사: 저는 데이터를 신뢰합니다. 무슨 말이 돌고 있는지 

들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양로원 사망자, 지역사회 사망자는 계속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동일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GARETH RHODES: 덧붙이자면, 우리는 계속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주의 경험도 포함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의료 관리국(Florida Agency for Health-Care Administration)의 Mary Mayhew를 

인용하겠습니다. [잘 들리지 않음] 바이러스가 우리 시설에 진인하지 못하도록 막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시설 밖에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플로리다의 양로원 운영자: 

우리 직원 중 대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무증상 확진자입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바이러스는 검사로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같은 상황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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