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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즈의 양로원 관련 보도에 대한 GARY HOLMES 보건부 대변인 및 BETH 

GARVEY 주지사 특별 자문 성명서  

  
  

Gary Holmes 보건부 대변인 성명서:  

  

"3월 25일 자문이 요양원 사망자 급증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이번 보고서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와 코로나 태스크포스(COVID task force) 간의 협동 

작업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일반 대중이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가 어떻게 양로원에 퍼졌는지 평가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검토를 받은 

모든 데이터 셋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직원 감염이 양로원 코로나 감염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 초기 버전에서는 시설 밖 사망자를 포함했으나, 

코로나 태스크포스는 해당 데이터를 병원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최종 보고서에서는 시설 내 사망자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보고서에 

공개했습니다. 시설 밖 사망은 검증을 위해 제외되었지만 두 개의 데이터 셋은 동일한 

결론을 지지합니다. DOH는 최종 보고서 내용에 만족하며, 양로원의 코로나 감염이 

직원에 의해 전파되었다는 결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 싱크탱크인 엠파이어 

센터(Empire Center)의 Bill Hammond 역시 3월 25일 권고가 양로원 코로나 감염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초기 시설 밖 사망자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보고서가 공개되었을 때 내린 것이며, 이후 보고서를 업데이트하여 시설 밖 

사망자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시행되었으며, Zucker 박사는 의회에서 

보고서의 결론이 7월과 동일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주지사의 특별 고문 및 수석 고문 Beth Garvey 성명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적절한 방식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시설 밖 사망자 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고서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며, 3월 25일의 자문 내용은 '양로원 감염 또는 사망의 원인'이 아닙니다.  

  

코로나 태스크포스(COVID Task Force) 관계자는 보로서에 3월 25일 명령이 영향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태스크포스 구성원들은 보고서가 철저한 대중의 검토를 거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고서 내의 통계적 분석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기 위해 주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중이 보고서의 결론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DOH와 코로나 태스크 포스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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