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 뉴욕 주민의 모성 의료 서비스1 
임신 전, 임신 중, 산후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여성2에게 더 건강한 임신 및 출산 경험을 제공하며, 
그리고 임신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Medicaid 규정은 당사자의 이민 신분에 
따라 임신 전후의 여성이 받는 의료 서비스를 제한합니다.

미국 출생 여성과 이민자 여성을 비교한 결과:

•   가족 주치의나 산부인과 전문의(obstetrician/gynecologist,OB/GYN)를  
방문할 가능성이 더 적음 

• 임신 전후에 치과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더 적음
• 출산 후 보험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음

또한, 이민자 여성은  다음의 경우 더욱 모성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 미국에 5년 이하로 거주한 경우 

• 중앙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에서 온 이민자인 경우 

 우리 지역 사회와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 전, 임신 기간, 임신 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  nyc.gov를 방문하여 "Everyone Can Get Health Care Services in NYC"(NYC의 모두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를 검색하여 이민 상태나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NYC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nyc.gov/ochia를 방문하여 "immigrants"(이민자) 또는 "pregnant"(임신)을 검색하여 이민자이거나 
임신한 뉴욕 주민의 건강 보험 옵션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yc.gov/health를 방문하여 "health insurance enrollment support"(건강 보험 등록 지원)를 검색하여 
건강 보험 등록 시 지원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yc.gov/health를 방문하여 "respectful care at birth"(출산 시 정중한 관리)를 검색해 출산 시 정중한 
관리에 대한 NYC 표준(NYC Standards for Respectful Care at Birth)에 대해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nyc.gov 를 방문하여 "Services for Recently Arrived Immigrants" (최근 입국한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를 검색하여 최근 입국한 이민자 또는 난민을 위한 서비스 접근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yc.gov를 방문하여 "actionNYC"를 검색하거나 800-354-0365번으로 전화해 안전한 무료 이민자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리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강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옹호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everymothercounts.org/advocacytoolki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nyam.org/hd4nyc/our-work를 방문하여 뉴욕시 프로젝트 건강 데이터(Health Data for New York 
City)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이 안내문은 임신 위험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Pregnancy Risk Assessment Monitoring System, NYC PRAMS,  
2016–2018, Maru S, Glenn L, Belfon K, et al.) 및 뉴욕시 이민자 어머니의 모성 의료 서비스 활용(Utilization of  
maternal health care among immigrant mothers in New York City, 2016-2018.), J Urban Heal(2021)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뉴욕시 연구 프로젝트 보건 데이터의 결과를 사용합니다. https://doi.org/10.1007/s11524-021-00584-5

2 설문조사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질문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으로 인해 이 안내문의 "여성" 및 "모성"  
이라는 단어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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