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산모 우울증에 대처하고 산모 사망을 막기 위한 조치에 대해 발표  

  

모든 건강 보험 정책에 산모 우울증 검진에 대한 보험 적용을 요구하게 될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산모 우울증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인식 캠페인을 시작하게 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및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  

  

뉴욕주에서 산모 사망으로 이어지는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산모 상황을 조사하게 될 산모 사망 조사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 

MMR Board)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산모 우울증에 대처하고 산모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모든 건강 보험 정책에 산모 

우울증 검진에 대한 보험 적용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할 것을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지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모 사망 조사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이 발표는 뉴욕이 산모 

사망률로 미국에서 30 위에 올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Cuomo 

주지사의 2018년 뉴욕을 위한 여성 어젠다: 평등한 권리, 평등한 기회(2018 Women's 

Agenda for New York: Equal Rights, Equal Opportunity) 및 2019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iscal Year 2019 Executive Budget)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여성들이 삶의 모든 단계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적인 새로운 

조치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일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숙련되고 배려 깊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 결과에서 받아 들일 수 없는 인종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기대를 품고 

있는 초보 부모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모든 이를 위해 보다 건강하고 강한 뉴욕이 

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StatusNYWomenGirls2018Outlook.pdf#_blank


 

 

뉴욕주 여성 참정권 위원회(New York Women's Suffrage Commission)의 위원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엄마들에게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국가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제안은 뉴욕의 

엄마들이 정신 진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임신, 출산, 산후 기간 동안 받을 자격이 있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검진은 엄마와 자녀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의장인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은 여성이 여성에게 

주어진 한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해로 역사에 남을 것이며, 2018년은 이에 대해 

사회가 대응할 필요가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상식적인 법안으로, Cuomo 주지사는 

여성의 평등, 기회,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여성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는 여성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모든 이를 위해 뉴욕이 더욱 

안전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산모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한 복수 기관 활동 개시  

  

뉴욕의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지지자로서, Cuomo 주지사는 산모 우울증을 가진 

여성에게 숙련되고 즉각적이며 배려깊은 의료 서비스가 의미하는 중요한 차이를 

인정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일곱 명의 엄마 중 한 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검진은 산모 

우울증에 대한 감지, 진단, 개입을 증가시키는데, 조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일선 의료 제공기관들이 산후 우울증을 치료할 수있는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 인식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장벽이며 정신 진료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모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엄마들을 치료하고 있는 뉴욕의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능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모든 신생아 엄마들이 선별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주지사는 뉴욕주 내에서 판매된 모든 건강 보험에 성인 및 소아과 일차 진료 제공 

기관이 산모 우울증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치료 전문가에게 신속히 소개하도록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지시할 것입니다. 자녀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의 부모 건강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보험 정책은 반드시 

산모 우울증 검진을 자녀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예방 진료 개입으로 간주하여 보험 

적용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추천 및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토대로 하게 됩니다. (1) 일차 진료 제공기관과 정신 의료 전문가를 연결하는 

프로젝트 티치(Project TEACH) 확대, (2) WIC 클리닉의 선별 검진 및 추천 강화, (3) 농촌 

지역사회에서 원격 정신 의학에 대한 접근성 증대.  



 

 

  

둘째, 주지사는 증상 및 치료 옵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모 우울증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보다 광범위하게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인식 캠페인을 시작하도록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및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에 지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주지사는 산모 우울증에 초점을 둔 산모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산모 우울증 치료를 위한 최첨단 전문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정신보건국(OMH)에 지시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산모 우울증으로 고통 당하거나 위험에 처한 여성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와 산후 환자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산모 사망 조사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 설립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2010 년 산모 사망 조사 및 예방 프로그램(Maternal 

Mortality Review and Prevention Initiative)을 시행하여 뉴욕주에서 산모 사망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산모 사망을 검토했습니다. 

산모 사망 조사 위원회(MMR committee)는 전문 기관 및 병원의 임상의 및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로 구성되어 총 데이터를 검토하고 의료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공하고 교육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주력해야 할 영역을 파악합니다.  

  

2010년 이후 산모 사망률을 줄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주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산모 사망률 순위에서 30 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계 미국인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출산시 사망할 확률이 거의 네 배나 높기 때문에 

충격적인 인종 차별적 격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족 보호 및 미래의 산모 사망 예방을 위해, 보건부(DOH)는 뉴욕주에서 모든 산모 

사망에 대한 강화된 종합 분석을 실시하고 산모 검진 결과 및 임상 진료 개선을 위한 실용 

가능한 권고안을 개발할 산모 사망 조사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를 

구성할 것입니다. 산모 사망 조사 위원회(MMR Board)는 또한 심각한 산모 

사망률(Severe Maternal Morbidity)과 인종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보건부 커미셔너에게 권고안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길 예정입니다.  

  

선도적인 임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모 사망 조사 위원회(MMR Board)의 업무 지침을 

위해, 보건부(DOH)는 뉴욕주 의료 협회(Health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뉴욕 의료 

아카데미(New York Academy of Medicine)를 비롯한 미국 대학 산부인과 전문의 

협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ACOG) 및 기타 산모 의료 

기관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Maria Vullo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산모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엄마들이 자신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선별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상 결과는 

산모의 우울증과 유아, 사춘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른 아이의 정서적 그리고 기능적 

문제가 증가된 수준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가족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 (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모 우울증은 많게는 7 명의 초보 엄마 중 1 명에게 영향을 

미치며, 엄마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소식은 산모 

우울증은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산모 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권장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이 문제를 

더 잘 탐지하고 진단하여 초보 엄마들의 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에 피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은 아프리카 계 미국인 지역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높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는 모든 

여성들이 임신 중에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산모 사망으로 이어지는 임상적 그리고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여성은 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에브리 마더 카운츠(Every Mother Counts)의 창립자인 Christy Turlington Burns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후에 출산과 관련된 합병증을 겪은 후에 

저는 임신과 출산 전반에 걸쳐 다른 엄마들을 대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모든 엄마들이 모든 장소에서 안전하고 존중하는 출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산모 사망 및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에브리 마더 카운츠(Every Mother Counts)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엄마가 되도록 지원하고 직면하는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배우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비극은 또한 산모 사망이 전국에서 그리고 제 고향인 

뉴욕시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여기 미국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요하고 중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Cuomo 주지사님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 산부인과 전문의 협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2 지구의 회장인 Iffath Abbasi Hoskin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대학교 산부인과 전문의 협회(ACOG) 2 지구는 우리 주에서 산모 



 

 

사망률을 해결하기 위한 이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파트너 관계를 맺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사 위원회의 개발은 실용적인 예방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시기 적절한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공되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뉴욕 주에서 산모 사망을 줄이기 위해 

뉴욕주의 산부인과 의사 네트워크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쉴러 분석 및 지지 센터(Schuyler Center for Analysis and Advocacy)의 사장인 Kate 

Breslin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자녀의 출산과 관련된 가장 

흔한 합병증이고 엄마에게는 문제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자녀에게 영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이 산모 우울증을 예방, 감지, 치료하는 것이 확실히 

가장 좋습니다.”  

  

뉴욕 의과 대학(New York Medical College) 부교수 겸 학장인 Camille A. Clare MD 

MPH CPE FACOG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의 3.5 배의 비율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 산모 사망률의 경우 삭막한 인종 간의 불균형이 뉴욕주에 

존재합니다. 저는 뉴욕의 여성, 가족,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모 사망 및 

사망률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처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여성들은 자신이 받는 치료에서 마땅히 평등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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