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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주에서 낙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의제를 발표. 생식 권리를 

위해 싸우기 위해 GILLIBRAND 상원의원과 공조  

  

텍사스주와 전국의 낙태 금지법에 대응하여 Hochul 주지사는 낙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뉴욕주를 마지막 보루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 운동에 나서  

  

뉴욕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환자 권리 장전 마련을 포함하여 

공공 정보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들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할 것  

  

보건부, 원격 의료를 통해 약물 낙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낙태 진료 및 

업데이트 규정에 대한 의료제공자 지침 및 교육을 준비하고 배포할 예정  

  

페이스북에 온라인상의 잘못된 낙태 정보를 시정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  

  

텍사스와 미국 전역의 낙태 금지법에 대한 대응으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개인의 낙태 권리와 낙태 진료를 원하는 여성을 지지하는 뉴욕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과 함께 생식 

권리를 위한 투쟁을 위한 합동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환자 권리 장전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주 전역에서 공공 

정보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주정부 기관에 지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캠페인은 

여성들이 가진 권리와 법적 보호책을 알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널리 공익 정보를 누구나 

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낙태 진료를 

제공할 권리에 대한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제공자 지침을 마련하고 널리 배포하며, 

원격 의료 상담 중에도 약물을 이용한 낙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수정하고 채택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낙태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낙태 진료를 원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항상 보호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우리 주에서, 그리고 Gillibrand 상원의원과 같은 지도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싸워줄 

것임을 보여 줍니다. 텍사스주에 계신 여성들에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낙태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잘못된 정보에 쏠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페이스북에 서한을 보내 페이스북이 온라인에서 잘못된 낙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낙태법과, 규정, 이용 여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려는 주정부의 노력에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Gillibrand 상원의원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매일 위협받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최근 법과 대법원의 낙태 금지 반대는 위험하고 적절치 못합니다. 이 법은 비양심적일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개인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주정부의 제약을 제한하는 연방 차원의 보호책인 여성 

건강 보호법(Women's Health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기 뉴욕주에는 

다행스럽게도 기본적인 생식 권리를 이해하고 옹호하는 주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의료제공자, 환자, 뉴욕 주민들이 낙태 진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arolyn B. Maloney 하원의원은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가혹한 텍사스주의 선택권 

제한 SB8 법을 막지 못한 것은 오랜 전례에 반하는 것이며 낙태에 대한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SB8 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신 사실을 알기도 어려운 

6 주를 기준으로 이후에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하는 임신 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참혹한 대법원 판결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낙태를 받기 위해 다른 주를 

여행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개인과 BIPOC 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원은 

이미 하이드 수정안을 폐지하기로 투표했으며 우리는 여성 건강 보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기 뉴욕주에 Kathy Hochul 주지사 같은 분이 주지사로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의 생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입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우리는 생식 권리를 보호하는 고품질 의료를 선택하고 접근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Hochul 주지사와 이 캠페인에 

관련된 모든 파트너들에게 뉴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는 계속해서 여성의 생식 권리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뉴욕주에서 여성의 건강 문제, 여성의 결정이 중요하며 모든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의 

생식 권리가 보호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당파적 선택 찬성 입법 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상원의원 Liz Krueger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생식 건강법(Reproductive Health Act)을 통과시키기 전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대법원이 Roe v. Wade 판례를 뒤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생식 

건강법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반대자들을 보았습니다. 생식 건강법을 통과시킨 지 

불과 2 년 만에 급진적인 극단주의자들로 가득 찬 법원이 텍사스주 공화당 지지자들의 

자명하게 위헌적인 강제 출산법을 지지했습니다. 생식의 자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 또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간섭 없이 여성과 가족들이 생식 권리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히 

지지해 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09/Facebook_Letter.pdf


Deborah J. Gl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텍사스주의 가혹한 낙태 금지는 

충격적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다수의 미국인이 임신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반대하는 극단주의자들은 낙태를 포함한 생식 

관련 진료를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계속하여 침해하려고 합니다. 저는 생식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 왔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뉴욕 주법에서 

Roe v Wade 판례를 생식 건강법으로 명문화하는 일을 주도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텍사스의 불명예스러운 법은 우리가 개인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뉴욕주 여성 문제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Assembly Task Force on Women's 

Issues) 차기 의장인 Rodneyse Bichotte Hermelyn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체에 대해 억압적이고 반여성적인 금지 결정이 우리 주나 국가에 

침투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여성 인권 탄압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우리의 생식 권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법원의 

나태함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원시적인 법이 뉴욕주에서 

우리의 의료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입장을 취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와 Gillibrand 

상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입법부 여성 위원회의 의장인 Kimberly Jean-Pierre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텍사스의 가혹한 새로운 낙태법은 미국 전역에서 여성의 생식 권리에 대한 

있어서는 안 될 위헌적인 공격입니다. 여기 뉴욕주에서 우리는 여성이 생식 건강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옹호할 것이며 Hochul 주지사의 지휘 아래, 우리 주는 

기본적 생식 권리를 가질 자유에 대한 혐오스러운 공격에 처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초당파 찬성 입법 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Karines Reyes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텍사스주에서 시행된 낙태 금지법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뉴욕에서는 여성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에서의 낙태 권리를 확인하고 뉴욕주의 모든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신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맨해튼 자치구의 Gale A. Brewe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불필요하고 극단적인 법률로 생식 권리를 저지하는 동안 뉴욕주에서는 Kathy Hochul 

주지사가 희망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포함한 모든 생식 건강 의료는 법으로 

보장되고 안전해야 하며 접근 가능하고 합당한 수준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Hochul 주지사의 발표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족계획 엠파이어 스테이트 행동(Planned Parenthood Empire State Acts) 단체의 

대표 겸 CEO 인 Robin Chappelle Golston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낙태를 막는 국가적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생식 관련 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기 뉴욕주에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고 개인을 위한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미래를 만들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확고한 약속과 

함께 공유해주시고 뉴욕주가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접근성의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취해주신 조치에 대해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의 Donna Lieberma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그래왔고 미래에도 다시 해낼 

것입니다. 뉴욕주는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생식에 관한 자유를 막는 모든 

주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낙태 의료에 대한 텍사스주의 노골적인 위헌 공격에 맞서, 

뉴욕주가 낙태 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도록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한 Hochul 주지사의 단호한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텍사스주나 

이를 따르려는 다른 어떤 주도 시대를 역행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ACOG 2 지구 회장인 Camille A. Clare, MD, MPH, CPE, FACOG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여성의 생식 권리를 위한 의료가 공격을 받고 있는 이때, 미국 

산부인과학회 2 지구(American College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District II)는 종합 

낙태 진료에 대한 접근을 우선시하는 Hochul 주지사를 지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낙태는 의료 행위이며 ACOG 2 지구는 낙태 의료를 원하는 여성과 이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의 목소리를 지지합니다. 뉴욕주는 낙태 진료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하며, 우리 의료인은 여기 뉴욕에서 포괄적이고 투명한 낙태 

진료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지사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립 생식 보건 조치 기금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Reproductive Health Action 

Fund)의 Andrea Miller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켜 낙태 의료 이용의 위기를 주도하였습니다. NIRH 조치 

기금은 낙태 의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주와 도시에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 없이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주가 주민과 방문자들에게 낙태 의료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있는 Hochul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각 주의 

주지사와 국회의원들이 그녀의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뉴욕주에서 낙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  

뉴욕주에서 낙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건부는 환자 권리 장전이 

포함된, 낙태 의료 제공에 관한 웹페이지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 웹페이지에는 뉴욕주의 

낙태 의료, 뉴욕주 낙태 의료에 대한 환자 권리, 낙태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제공자를 

파악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됩니다.  

  

DOH 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뉴욕주에서 낙태 의료 제공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고 

발행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산부인과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 

Gynecologists), 미국낙태연합(National Abortion Federation), 미국 생식 보건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Reproductive Health), 가족계획 엠파이어 스테이트 

행동(Planned Parenthood Empire State Acts), 뉴욕 시민 자유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및 낙태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임상 의료 제공자들의 협력이 



포함됩니다. 지침서 및 임상 고려 사항에 대한 웨비나는 뉴욕주 전역의 의료제공자에게 

공개되며 DOH 웹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게시됩니다.  

  

생식 보건법에 따른 개인 의료제공자 재량에 대한 지침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에 따른 

개별 의료제공자 재량의 범위와 낙태 진료와 관련된 "임신의 시작"이라는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 지침을 개발할 것입니다. 뉴욕주 낙태 지침서(New York State 

Abortion Guidance Document)는 의료 상거래 시스템(Health Commerce System)을 

통해 뉴욕주에서 낙태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뉴욕주 임상 의료제공자에게 전달됩니다.  

  

규제 정보 업데이트  

보건부는 원격 의료를 통한 의료 제공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정된 규제를 제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팬데믹과 무관하게 원격 의료 상담 중에 약물 이용 낙태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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