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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비서 MELISSA DEROSA, 코로나19 모성 태스크포스의 초기 권고를 약술하는 

보고서를 CUOMO 주지사에게 제출  

  

주지사는 태스크포스의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  

  

권고사항에는 출산 시설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환자 선택을 지원하는 조치, 건강한 지원 

담당자가 어머니의 출산 후 동반할 수 있는 기간 연장, 임신 중인 모든 뉴욕 주민의 검사 

지시, 출산 선택지의 형평성 보장, 교육 캠페인 수립, 모성 사망률의 인종 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특히 강조하여 코로나19가 임신 및 신생아에게 미치는 영향 검토  

  

주지사는 태스크포스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추가 출산 급등 시설을 즉시 설립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행  

  

태스크포스의 전체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오늘 코로나19 모성 태스크포스(COVID-19 Maternity 

Task Force)의 초기 권고사항을 약술한 보고서를 Cuomo 주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전부 수용했습니다. 권고사항에는 출산 시설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환자 선택을 지원하는 조치, 건강한 지원 담당자가 어머니의 출산 

후 동반할 수 있는 기간 연장, 임신 중인 모든 뉴욕 주민의 검사를 지시, 출산 선택지의 

형평성 보장, 교육 캠페인 수립, 모성 사망률의 인종 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특히 

강조하여 코로나19가 임신 및 신생아에게 미치는 영향 검토 등이 포함됩니다. 

태스크포스의 전체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많은 여성이 이 바이러스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것이 임신이나 

출산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스크포스의 빠른 

작업에 감사하며, 많은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권고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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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인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세계적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042920_CMTF_Recommendation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042920_CMTF_Recommendations.pdf


팬데믹 속에서 아이를 출산할 준비를 하는 여성과 아이를 계획하는 부모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불확실한 시기에 뉴욕이 산고를 치르는 어머니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안전하게 보살피도록 하는 길을 선도하고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정책은 많은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큰 두려움과 우려를 해결하고 임신 및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시행될 것입니다."  

  

권고사항 1: 환자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 시설 선택지 다양화  

태스크포스 구성원들은 Cuomo 주지사에게 현재 설립된 허가받은 출산병원 및 센터가 

운영하는 추가 출산 급등 시설을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에 지역사회 보건센터 

및 연방 자격을 갖춘 보건센터 등 허가된 의료 시설에서 신청서를 받아 시설의 사용하지 

않은 공간을 비상 상황에 진통 및 출산 전용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태스크포스는 또한 주정부가 비상 출산 센터를 

허가된 시설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조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태스크포스는 향후 45일 이내에 

뉴욕주에 조산 주도 출산 센터 설립을 위한 허가 과정의 최종 확정을 위해 보건부가 

신속히 일을 진행하여 비상사태에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출산 

시설을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권고사항 2: 건강한 지원 담당자가 어머니의 출산 후에 동반할 수 있는 기간 연장 

태스크포스는 Cuomo 주지사에게 행정명령 202.13을 갱신하여 적어도 한 명의 지원 

담당자가 병원, 출산 시설 또는 산후 시설 내 재원 기간 임산부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명령은 "재원 기간"에는 회복을 포함한 진통, 출산 및 산후 

기간이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또한 임산부 도우미(doula)를 

지원 관리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고 의학적으로 적절할 시, 추가 지원 담당자로 

진통 및 출산 중에 임신부와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외는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PE)의 가용성과 같은 임상 지침에 

따라 제한된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고사항 3: 모든 임신한 뉴욕 주민의 검사 지시 

태스크포스에서는 검사가 가능하게 될 시 모든 임산부 및 출산 시설에서 임산부와 

동반하는 모든 지원 담당자에게 보편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보건부가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지침을 발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지침은 임산부를 검사의 우선순위 인구로 정의하고 임신 중 및 출산예정일 1주일 전 

또는 두 번째 검사가 출산 1주일 전에 실시되지 않은 경우 입원 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검사 키트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모든 임신부에 대한 연구실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부가 검사 물품의 가용성을 모니터링하도록 권장합니다.  

  

권고사항 4: 출산 선택지의 형평성 보장  

태스크포스는 출산 선택지 개발과 관련된 표준, 정책 및/또는 규정을 개발하는 업무 

그룹에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포함하도록 권고합니다.  

  

태스크포스는 또한 보건부가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봉사하는 모성 아동 보건의 

지역사회 구성원 및 대표자를 뉴욕주 코로나19 모성 태스크포스 업무 그룹에 식별하고 

참여시키도록 권고합니다. 이 업무 그룹은 인종/민족, 경제 또는 다른 이질적인 결과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겨냥한 메시지 전달 및 교육 캠페인의 개발을 담당합니다.  

  

권고사항 5: 교육 캠페인  

태스크포스는 보건부가 코로나19 모성 태스크포스를 대표하여 교육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모성 및 아동 보건 인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관련 전문가, 

지역사회 구성원 및 대표자를 참여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이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계됩니다.  

• 모든 인증된 출산 시설에서 모성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고 신뢰를 

재건합니다.  

• 각 유형의 출산 시설의 감염 통제 실천법을 설명합니다.  

• 다양한 수준의 모성 관리 및 출산 시설 유형, 환자 중심의 적절한 출산을 

선택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권고사항 6: 코로나19가 임신과 신생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성 사망률에 대한 인종 

불균형 감소에 특히 초점을 맞춰 검토  

태스크포스는 보건부가 올버니 대학 공중보건대학(University at Albany School of 

Public Health) 모성 및 아동 보건 프로그램(Maternal & Child Health Program)과 

협력하여 코로나19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태스크포스 및 지역 주산기 

센터(Regional Perinatal Centers)와의 연구 결과 개요를 논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건부는 뉴욕주 주산기 진료 품질 협력(New York State Perinatal Quality 

Collaborative)과 미국 산부인과학회 2지구(American College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District II)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팬데믹 기간의 모성 관리를 

다루는 주간 쌍방향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보건부는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산부인과 치료 및 암묵적 편견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보건부는 또한 임신 중 

코로나19에 대한 보충 데이터를 포함하는 코로나19 임신 모듈(COVID-19 Pregnancy 



Module)에 대해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협력할 것입니다.  

  

이 모듈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연구실 증거와 출산 시까지 임산부, 신생아의 심각한 

질환 또는 부작용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여 공중 보건 지침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알립니다.  

산부인과학회 2지구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의 산전 치료를 포함한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을 발행하며 인종간 불균형을 줄이는 데 특히 중점을 둡니다.  

  

 뉴욕주 코로나19 모성 태스크포스 소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18년 4월에 뉴욕주의 모성 사망률과 인종간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출산 및 아동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뉴욕주의 노력을 계속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병원 인프라의 중대한 

부담과 뉴욕주 전역의 많은 임산부의 우려를 인식하여,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에 뉴욕주 보건부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태스크포스를 소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가 의장을 맡은 태스크포스는 해당하는 경우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이미 압박이 심한 병원에 대한 안전한 대안을 어머니에게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조사하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모성 및 유아 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적인 그룹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원격으로 만나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권고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의 긴급성과 임산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초기 권고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1주일 이내에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권고사항은 보건부 직원이 

집계하여 분석했으며, 태스크포스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제출 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에 

요약된 권고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계속 전개됨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보건부 및 올버니 대학 

공중보건대학의 모성 및 아동 보건 프로그램이 실시한 관련 문헌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임신과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추가적인 방법을 고려할 

것입니다.  

  

뉴욕주에서는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기 전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모성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원격 의료 및 모바일 클리닉에 대한 접근 확대  

• 충분한 인원이 모성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산사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출산 과정과 회복 전반에 지원 담당자가 함께하도록 지시  

• 급등 수용력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주의 산부인과 의사 및 조산사들이 

뉴욕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  



• 성적 및 생식 보건 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식별  

  

코로나19 모성 태스크포스 구성원 명단  

• Christy Turlington Burns, 에브리 마더 카운츠(Every Mother Counts)의 

창립자  

• Christa Christakis, MPP - 미국 산부인과학회 2지구 전무이사  

• Sascha James-Conterelli, DNP, RN, CNM, FACNM - 뉴욕주 인증 조산사 

협회(NYS Association of Licensed Midwives) 회장  

• Loretta Willis, 뉴욕주 의료 서비스 협회(Healthcare Association of NYS) 

품질 및 연구 부사장  

• Lorraine Ryan, Sr.,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Y Hospital 

Association) 법률 규정 및 전문 업무 부사장  

• Rose Duhan, 뉴욕주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협회(Community Health Care 

Association of NYS) 회장 겸 최고경영자  

• Ngozi Moses, 브루클린 주산기 네트워크(Brooklyn Perinatal Network) 

전무이사  

• Nan Strauss - 에브리 마더 카운츠  

• Deborah E. Campbell 박사, MD - 몬티피오리 메디컬 센터(Montefiore 

Medical Center)  

• Whitney Hall, CCE, LM, CLC - 뉴욕주 출산 센터 협회(NYS Association of 

Birth Centers) 회장  

• Natasha Nurse-Clarke, PhD, RN - 지역 주산기 센터 코디네이터, 

Maimonides  

• Dena Goffman 박사, MD, NYP/컬럼비아  

• Diann Holt 목사 - 더럼 베이비 카페(Durham's Baby Café) 

창립자/전무이사  

• Cynthia Jones, MD, MPH - 모자이크 보건센터(Mosaic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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