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 년 7 월 16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심각한 임신 관련 건강 상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법안에 서명  

   

"Lian's Law", 보건부가 건강 관리 및 웰빙 교육 프로그램에 임신중독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승인  

   

출산 6 개월 만에 사망하고 임신중독증 관련 합병증으로 고통 받은 Lian Shalala 

Gravelle 의 이름을 딴 법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Lian's Law"를 제정하는 법안(S.3475/A.6531)에 서명하여 

보건부가 임신중독증에 대한 감지, 위험 요인 및 가능한 치료 옵션을 포함한 정보를 건강 

관리, 웰빙 교육 및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추가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임신중독증은 임신 

20 주 이후 언제든지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입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장기 손상, 뇌졸중 또는 발작, 조산,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 임신중독증은 조기에 발견하거나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Lian Shalala Gravelle 의 유산과 그녀의 자녀에 대한 깊은 헌신, 신생아 

및 임산부의 건강을 담고 있으며 임신중독증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이지만 예방할 수 있으며 취약한 사람들이 자신을 더 

잘 돌보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 법안은 임신중독증 합병증으로 그녀의 자녀 Charles 와 Enzo 를 출산한 지 6 개월 

만에 사망한 뉴욕주 그리스 거주 Lian Shalala Gravelle 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어머니이자 변호사인 Lian 은 생식 및 모성 건강에 대한 열정적 옹호자였습니다.  

   

Jeremy Coone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ian 은 새롭게 어머니가 된 사람들이 

임신중독증과 같은 위험한 산모 건강 상태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안타깝게도 Lian 을 잃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이 생명을 구하는 법안에 구체화되었습니다. 

Lian 의 쌍둥이 아들을 대신하여 이 법안에 서명하고 산모 건강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Jessica González-Roja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ian Shalala Gravelle 이 

임신중독증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며 그녀의 죽음은 우리가 산모와 생식 건강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산모들, 특히 유색인종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하려고 할 때 다양한 건강 문제에 취약합니다. 임신중독증은 

조산을 유발하고 임산부에게 다른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교육과 봉사 

활동을 최우선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Lian 과 그녀의 가족을 기리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Cooney 상원의원에게 감사드리며 저는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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