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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임신 중 및 산후 우울증에 직면하는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할뿐만 아니라, 산모 

우울증 장애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추진할 것입니다. 

 

“산모 우울증에 모든 배경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태이며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 전체에서 인식을 제고하는 새로운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더 나은 이 법안은 주의 더 나은 이러한 상태를 

감지하고 치료하는 가족을 돕고, 인식하고 산모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그들의 노력과 리더십에 대하여 법안의 

후원자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모 우울증의 광범위한 성격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건 의료 시스템은 현재 산후 

우울증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심사 및 추천 절차가 없었습니다. 새 법 (S. 7234B / A. 9610B)은 산모 

우울증 선별 검사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후속 지원 및 추천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공공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뉴욕 주민들이 산모 우울증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모 우울증의 광범위한 의미는 여성이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반응으로 정의됩니다. 매년 모든 어머니의 약 10~15%는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산후 

정신병, 산모 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형태는 종종 환청과 망상, 어떤 경우에는 시각적인 환각을 

포함합니다. 산모 우울증이 산후 정신병으로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여성들은 5%의 자살률과 4%의 

영아 살해 율을 보입니다. 

 

자주 산모 우울증의 증상은 임신과 연관되어 유사하기 때문에 즉시 식별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의 우울증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 되어 때로 가족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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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와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모 우울증은 직업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 및 조건의 파악의 부족과 산모 우울증에 대한 치료 옵션과 가용성의 범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산모의 건강 관리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종종 발견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습니다. 

 

조기 검사 및 산후 우울증의 식별은 80~9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의료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임신 기간 동안 어떤 다른 건강 전문가보다 산부인과 의사를 

자주 방문하고 아기의 검진을 위해 소아과를 방문하십시오. 따라서 이러한 산모의 건강 관리 

서비스 공급자는 산모 우울증 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상원 의원 Liz Krueger는 “많은 새로운 부모와 가족이 일반 산모 우울증이 얼마나 일반적인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자주 사례들은 새로운 엄마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으며 치료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산모 우울증의 더 큰 인식,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한 Cuomo 주지사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국회 보건위원회 의장 Richard Gottfried는 “이 법안의 핵심 요소는 신생아의 소아과 의사가 산모의 

우울증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산후 우울증에 대한 

조기 검진은 가족을 위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정서적 혜택과 의료 비용 절감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ellevue 병원 센터에서 생식 정신 펠로우십을 위한 여성의 정신 건강 및 교육의 이사인 Judy A. 

Greene 박사는 “조기 발견 및 산모의 기분 장애를 치료하는 성장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우리는 여성이 적절한 정신 건강 치료를 받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머니, 유아, 전체 

가족에 혜택을 주게 된다는 우수한 결과들을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Postpartum Resource Center의 공동 설립자이자 전무 이사인 Sonia Murdock은 “이 산모 

우울증에 관한 입법의 서명은 뉴욕의 엄마와 아기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역사적인 

단계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를 위한 건강한 가족을 구축할 수 있는 산모의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한 Cuomo 주지사에게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산부인과 의회(ACOG) 연구원 및 Albert Einstein 의대 Jack D. Weiler 병원의 임상 산부인과 의학 

조교수인 MD, MS Ellen Landsberger 박사는 “우울증의 진단 및 치료는 여성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잠재적인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임신과 산후 기간은 의료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시간으로 위험이 있는 여성을 식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간입니다.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주요 우울증을 가진 여성들을 가까이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COG District II의 전무 이사 Donna Montalto은 “ACOG District II는 산전 및 산후 우울증 선별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강한 노력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을 축하합니다. 수십 년 동안 

ACOG는 우울증 선별 검사 도구, 평가 및 관리 전략, 약물 차트와 관련 환자 자원을 포함하여 관련 

업체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성의 건강 관리 실행에서 정기적인 

우울증 선별 검사 및 치료의 구현을 표준화 하기 위한 우리의 상호 목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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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 AAP Chair, MD, FAAP, Danielle Laraque 박사는 “대부분의 산모들은 산후에 방문하는 

다른 어떤 건강 전문가들보다 유아의 검진 및 건강/질병 방문으로 소아과 의사를 자주 방문합니다. 

따라서 소아과 의사가 산후 우울증과 사투를 벌이는 산모를 확인하고 참조하는 과정을 생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산모 우울증의 초기 감별 및 식별을 80-90%의 성공률을 가지며 장기간 의료 

비용 절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또한 건강한 아동 발달 지원에 도움이 되고 유아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eborah, Ron 그리고 Karen Wachenheim (Cindy Wachenheim 가족)은 “우리 가족은 우리의 여생에서 

Cindy를 잃은 것의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법이 산모 우울증과 기분 장애에 

대하여 교육하고 징후를 인식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불필요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다른 가족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산후 우울증 생존자 및 옹호자인 Paige Bellenbaum은 “저는 첫째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정신 질환 증상을 인식하도록 훈련된 사회 복지사인 제 자신도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부끄러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약한 조건으로 거의 저의 인생을 소비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 법안 많은 지지와 참여 후에, 저는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것을 듣고 몹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Cuomo 주지사는 제가 그랬듯이 여성들이 위험에서 모두가 진단받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고 교육과 선별 및 임신 기간 기분 장애의 치료를 

통해 나아지게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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