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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및 WHITMER 주지사, TRUMP 행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 정치화에
관한 의회 감독 조사 촉구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와 Gretchen Whitmer 미시간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을 방해한 Trump 행정부의 정부 기능 정치화에 대한 의회 감독
조사를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최악의 대응을 보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약 7백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00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양성 판정 수와 사망자 수 모두 세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전례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규모의 이러한 비극적 사태는 Trump 대통령과 연방 정부의
속임수, 정치적 사적 거래, 무능력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공중 보건 전문가와 경력 공무원의 조언과 지시를 따르기보다 Trump 대통령은 자신의
후원자의 재선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인 정치 임명자의 손에 미국 국민들의 건강과
보안 문제를 맡겨 비극적인 결과를 예상하게 합니다.
보건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지난 4월 미국의 모든
가정에 무료로 생명을 구하는 마스크를 5개씩 배송하기 위해 미국 우편 서비스(U.S.
Postal Service)를 이용할 계획을 백악관에서 차단했다는 가슴 아픈 일이 지난주에
드러났습니다. 중대한 시기에 모든 가정에 마스크를 제공했다면 사람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지난주에 미국 보건 복지부의 정치적 임명자들이 CDC 과학자들의
강한 이의에 대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한
변명할 여지가 없는 지침을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초 바이러스의 공기 중
전파와 관련된 보건 복지부의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과 함께 대통령과 그의 고문들이
정부의 정치적 의제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의 신뢰성을 훼손하려고 한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는 정치적 의도가 동기가 된 의사 결정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코로나19가 우리가 직면하게 될 마지막
공중 보건 과제가 아닐 것이며, 과학과 사실을 반영하는 대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회는 지난주 동안 알게 된 보건 복지부와 미국 우편
서비스의 조치 등 Trump 행정부의 팬데믹 사태 대응에 관한 감독 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Bob Woodward의 보고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언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역사로 남겨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보건 및
경제 안보는 Trump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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