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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고지 사항: 뉴욕 타임즈에 실린 CUOMO 주지사의 TRUMP 대통령에게 보내는 특별 

기고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연방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도록 Trump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특별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발행된 논평의 본문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논평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우리를 덮쳤으며, 다른 나라의 데이터는 우리가 맞이할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위기의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는 국가 기반으로 이를 처리했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와 지방 정부만으로는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원이 없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더기 같은 정책이 아닙니다.  

  

이제 정부에서 답해야 할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질병의 확산을 우리의 주 의료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로 늦출 수 있습니까? 갈수록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늦은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적지만. 연방 정부는 신속하게 이를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명백한 과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검사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는 것은 검사 기능과 공공 모임의 밀집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먼저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과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검사 과정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막고, 주들이 더 광범위한 실험실과 방법을 인증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https://www.nytimes.com/2020/03/15/opinion/andrew-cuomo-coronavirus-trump.html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께서는 미 행정부가 뉴욕주의 공중보건부가 지역 실험실에 주의 

승인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으며, 이는 

좋은 첫걸음입니다. 또한, 미 행정부는 스위스 진단 업체 로슈(Roche)의 대량 자동 

검사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검사 키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로슈 장비를 갖춘 많은 실험실에서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회사의 검사 키트를 

충분히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로슈 키트를 사용하지 않지만 대량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다른 실험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는 

식품의약국이 지난주 로슈가 받은 종류의 승인을 내리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뉴욕은 하루에 수천 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많은 실험실에서 여전히 소량의 

수동 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테스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rump 대통령님, 관료주의가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방해하게 하지 마십시오. 정체를 

뚫고, 주들이 검사를 완전히 인계하여 내일 수백 개의 실험실을 가동하고 검사 용량을 

늘릴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폐쇄  

  

둘째, 학교와 사업체의 폐쇄는 주 또는 지방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연방 정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 주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체를 폐쇄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열린 사업체를 찾기 위해 다른 주로 갑니다. 시민들이 집에 머무르고 혼잡한 공간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 정책의 불일치는 비생산적입니다. 도시와 주에서 

상공업과 학교를 닫거나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통일된 연방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혼란은 엄청난 재정적 및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를 폐쇄할 때, 지방에서는 학생들에게 식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에게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업률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또한 급증할 것입니다.  

  

연방 정부는 원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조가 명확하고 균일한 방식으로 배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옳은 일을 함으로써 어떤 주도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 대한 위험  

  



 

 

셋째, 즉각적인 조치 없이는 병원 시스템의 명백한 실패가 임박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전염병 기간에 우리나라에서 2억 1,400만 명의 사람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중 2,100만 명의 사람들이 입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분쇄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병상은 53,470개뿐이며, 이 중 

3,186개만이 집중 관리 병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직원이 관리하는 병상이 

백만 개 미만이며 중국, 한국 또는 이탈리아보다 비례적으로 적습니다.  

  

전문가에게 취약한 인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집중 관리 병상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부족한 상황은 현재 이탈리아보다 더 큰 실패와 

더 나쁜 상황을 예고하며, 여기서는 국가가 의료 수용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주는 더 많은 병원을 세우거나, 환기기를 구입하거나, 시설을 신속하게 개조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최선의 희망은 육군 공병대(Army Corps of Engineers)를 

활용하여 전문 기술,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군사 기지 또는 대학 기숙사와 같은 기존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하여 임시 의료 센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후 기존 병원 병상을 

급성 병자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역 군대 인력의 사용은 연방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도 충분한 집중 관리 병상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희망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를 현지화하고, 폐쇄를 통합하고, 육군 공병대에 과업을 

맡겨 병원 수용량을 확장하십시오.  

  

민주당원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의 고위 주지사 중 한 명이며 연방 정부의 능력을 아는 전 

내각 장관으로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뉴욕에 대한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의견 불일치가 있었지만, 이는 다른 때에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인으로서 함께 일합시다. 우리에겐 시간이 부족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9a7d19a7-c65b2d13-9a7fe092-000babd9fe9f-84b631ddc99fa08b&q=1&e=cc8c9871-af8b-4cfe-af07-aa2f5f49f1a0&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9396EF92583622EE8525852C004D851E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