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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소외 계층에 대한 임신 출산 보건 서비스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연방 

타이틀 엑스 프로그램 규정 개정 지지 발표  

  

타이틀 엑스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 변경 제안은 가족 계획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환자 

중심적이고 공평하며 경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년 4월 15일에 발표된 연방 타이틀 엑스(Title X) 

제안안 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포함된 변경 사항에 대한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은 2019년 9월 환자 및 의료진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이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지원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연방 타이틀 엑스 프로그램에서 탈퇴하여 

주정부의 가족 계획 프로그램을 주정부 자금으로 계속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염원했던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타이틀 엑스 서비스는 이제 환자 

중심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사회 안전망 가족 계획 지원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은 곧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이틀 엑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제안은 지난 

행정부 이후 이루어진 연방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지난 정책은 시간을 역행하여 

우리가 수십년 간 이뤄온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뉴욕은 

계속해서 진보의 희망이 되어 가족 계획 서비스 접근성 개선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이틀 엑스에 다시 참여하여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프로그램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모든 뉴욕 주민의 출산권을 보호해 온 길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에는 필수적인 보건 안전망 서비스 접근권이 

오래되고 유해한 제한 사항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뉴욕이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와 다시 파트너십을 맺어 

뉴욕 주민들의 출산 보건 지원을 위한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수십 년 동안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YSDOH)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복잡한 타이틀 엑스 기관 네트워크 중 하나를 감독해온 바 

있습니다. 뉴욕주 가족 계획 프로그램(New York State Family Planning Program, 

NYSFPP)을 통해 NYSDOH는 모든 연방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타이틀 엑스 보조금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2019년 연방 타이틀 엑스 프로그램 탈퇴했지만 현재까지 

NYSFPP는 매년 약 300,000명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사람 중 약 2/3이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100%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가 가족 계획 클리닉에서 주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NYSDOH는 연방 기금을 대체하기 위해 주정부 기금을 투입하여 주 전역의 가족 계획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안안이 시행되면, NYSDOH는 주 전역의 

부인과 의료 서비스 장기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신청하여 타이틀 엑스 

네트워크에 다시 참여하고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 전체에서 지역적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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