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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와 뉴욕주 여성 및 소녀에 관한 위원회, 코로나 19 모성
태스크포스 출범

뉴욕주에서 이미 과부하를 겪는 병원에 대한 안전한 대안을 어머니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추가 출산 센터를 승인하고 인증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태스크포스
주말까지 Cuomo 주지사에게 권고 사항 제출
코로나 19 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와 뉴욕주 여성 및 소녀에 관한 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는 오늘 어머니들에게 이미 지속되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과부화된 병원에 대한 안전한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전문 출산 센터를
승인하고 인증하는 최선의 방법을 조사하기 위한 코로나 19 모성 태스크포스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주말까지 Cuomo 주지사에게 권고 사항을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지역 주산기 센터(Regional Perinatal Center)와 협력하여 문헌을
검토하고 코로나 19 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권고할 것입니다.
뉴욕주 여성 및 소녀에 관한 위원회의 위원장인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병원 시스템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뉴욕은 직장인 어머니들이 출산 중에 건강한 파트너,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덜 방법을 더 찾을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합니다. 출산 센터는 저위험 임신에 대한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병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스트레스가 많은 기간에 어머니들을 위한 지원 환경을 제공합니다.
저는 Christy 와 이 다양한 태스크포스 협력을 통해 주지사가 최대한 빨리 검토하도록
권고안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에브리 마더 카운츠(Every Mother Counts)의 설립자인 Christy Turlington Burn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주는 코로나 19 와의 싸움에서 국가를
이끌었으며, 이 위기 기간 여성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더욱 강조합니다. 저는 Melissa 및 이 태스크포스의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어머니들을 긴급히 보호하고 여성들에게 필요한 안전한 출산의 선택지를 만들게 되어
영광입니다."
Melissa DeRosa 가 의장을 맡은 태스크포스는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연계하여 산과 제공자, 소아 치료 제공자 및 가족 계획 기관의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됩니다. 구성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hristy Turlington Burns, founder of Every Mother Counts
• Christa Christakis, MPP - Executive Director,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 Gynecologists District II
• Sascha James-Conterelli, DNP, RN, CNM, FACNM - President, NYS
Association of Licensed Midwives
• Loretta Willis, Vice President Quality & Research, Healthcare Association
of NYS
• Lorraine Ryan, Sr. VP Legal Regulatory & Professional Affairs Greater NY
Hospital Association
• Rose Duhan, President & CEO, Community Health Care Association of
NYS
• Ngozi Moses, Executive Director Brooklyn Perinatal Network
• Nan Strauss - Every Mother Counts
• Dr. Deborah E. Campbell, MD - Montefiore Medical Center
• Natasha Nurse-Clarke, PhD, RN - Regional Perinatal Center Coordinator,
Maimonides
• Dr. Dena Goffman, MD - NYP/Columbia
• Rev. Diann Holt - Founder/Executive Director Durham's Baby Café
• Cynthia Jones, MD, MPH - Mosaic Health Center
태스크포스는 임신부터 산후 기간의 코로나 19 관련 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 19 비상사태 전반에 걸쳐 특설 상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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