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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이리 카운티와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서 2019년 초 개시할 임산부 

도우미 메디케이드(MEDICAID)의 시범 프로그램 운영 발표  
  

임산부 도우미, 제공기관, 임부의 훈련 및 활동을 이번 달에 시작할 예정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2018년 12월 1일에 임산부 도우미 제공기관 
신청서를 받기 시작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임산부 
도우미 서비스를 보장하는 주 메디케이드(Medicaid) 시범 프로그램의 확장을 이리 
카운티와 킹스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시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 활동,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19년 3월 1일에 개시될 예정인 임산부 
도우미 시범 프로그램은 산모 사망률과 보건 활동에서 인종 차별을 줄이기 위해 
주지사가 만든 다면적 계획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인종, 출생지, 경제적 신분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자격이 있습니다. 임산부 도우미 이용성을 확장하는 것은 
산모 사망률에서 인종 차별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은 여성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아동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며 이 시범 프로그램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뉴욕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뉴욕주에서 출산 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사망할 확률은 백인 여성보다 약 4배 높아 다른 주에 비해 훨씬 더 
격차가 큰 것은 전혀 공정한 처사가 아닙니다. 뉴욕주는 산모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여성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창의적인 해결책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폭넓은 인종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리 카운티와 킹스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임산부 도우미 서비스를 보장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시범 프로그램은 산모 관리를 확대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뉴욕의 어머니들은 인종에 상관없이 길고 건강한 삶을 살 기회를 
똑같이 가져야 합니다.”  
  
보건부(DOH)는 11월부터 두 카운티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 등록, 
메디케이드(Medicaid) 납부 대면 훈련, 임산부 도우미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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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까지 계속됩니다. 임산부 도우미는 출산 전, 도중 또는 출산 후 필요 시 도움을 주는 
비의료 출산 도우미입니다. 임산부 도우미 이용은 엄마와 아기의 출산 합병증 감소 등 
긍정적 결과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리 및 킹스 카운티는 주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 출산수와 산모 및 영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은 출산 전 세 번까지 방문, 산후 네 번까지 
방문하고 진통 및 분만을 돕는 임산부 도우미 비용을 변제할 예정입니다. 임산부 
도우미가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완료한 해당 임산부 도우미 훈련 프로그램이 
문화적 능력 교육 등 핵심역량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건부(DOH)에서 확인한 증명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저번 주 보건부(DOH)는 시범 프로그램의 최종 세부사항을 임산부 도우미, 제공기관, 
관리 의료 단체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 커뮤니티에 교육하는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임산부 도우미가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메디케이드(Medicaid) 
회원에게 새 혜택에 대해 교육하도록 돕는 추가 훈련, 교육, 활동은 예정된 개시 
날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보건부(DOH)는 임산부 도우미, 제공기관, 관리 의료 
단체가 메디케이드(Medicaid) 적격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책자 및 
기타 정보 자료도 만들 예정입니다. 보건부(DOH)는 지역적으로 집중하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이리 카운티와 킹스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 도우미 서비스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A.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는 임산부 도우미로 인해 여성들이 긍정적인 임신 경험을 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이 개선됨을 보여줍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임신 기간과 산후 임산부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산모 사망률 및 질병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다시 한 번 여성의 건강 문제가 뉴욕주의 
우선사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뉴욕주 상원의 Andrea Stewart-Cousins 민주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은 여성의 권리 및 의료 서비스 기회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로 임산부 도우미 서비스를 보장하는 이 
시범 프로그램은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다뤄주신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냅니다. 임산부 도우미 이용성을 늘리면 산모 및 영아 사망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생명을 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이 굉장한 성공을 
거두어 뉴욕주 전체로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atoya Joyn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산모 건강률을 개선하는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임산부 도우미 서비스가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에 포함된다는 게 기쁩니다.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첫 
단계를 밟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서비스가 주 전역으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Amy Paul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산모 사망률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계획으로 서비스를 많이 받지 못하는 우리 주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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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성과 아기의 건강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신 주지사님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감사드립니다.”  
  
헬스퍼스트(Healthfirst) Susan Beane(박사) 부회장 겸 의료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스퍼스트(Healthfirst)는 우리 회원들을 대신하여 중요한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회원들은 뉴욕주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임산부 도우미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킹스 
카운티에서 임산부 도우미들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이런 
도움이 가장 필요한 여성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카밍 센터 임산부 도우미 센터(Calming Center Doula Center)의 Shannon Joh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에 임산부 도우미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은 뉴욕의 여성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냅니다. 새롭고 신나는 서비스와 협력하고 홍보할 것이 
기대됩니다.”  
  
버펄로 산전 산후 네트워크(Buffalo Prenatal-Perinatal Network, Inc.)의 LuAnn 
Brown 최고 경영자 겸 공인 등록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에서 여성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의료 형평성에 집중함으로써 산모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 차별과 사회적 결정요인을 없애려는 노력을 보강합니다.”  
  
캐리비안 여성 건강 협회(Caribbean Women's Health Association)의 Debra 
Lesa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킹스 
카운티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 보장 범위를 임산부 도우미 지원까지 확대하는 시범 
운영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산모 건강 분야에서 인종차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산부 도우미 서비스 조항이 엄마와 아이 모두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럼스 베이비 카페(Durham's Baby Café) Reverend Diann Holt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산부 도우미 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산모 및 영아 사망률을 개선하려는 
뉴욕의 노력에 갈채를 보냅니다. 이 신나는 시범 프로그램에서 주와 협력할 것이 
기대됩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Medicaid) 임산부 도우미 시범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www.health.ny.gov/doulapilot을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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