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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의 임신중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상위 규모의 3,500만 

달러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  

  

뉴욕은 Roe v. Wade에 대한 판결을 대법원이 바꿀 것에 대비하여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 진행  

  

뉴욕의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 역량 확대 및 임신중단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2,500만 

달러 지원  

  

서비스 제공자 및 당사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보조금 1,000만 달러  

  

주정부는 대법원이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맞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금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대법원이 Roe v. Wade 판결을 바꿀 것에 대비하여 3,500만 

달러를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2,500만 달러 규모의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 지원 

기금(Abortion Provider Support Fund)을 창설하여 뉴욕에서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을 확대하고 임신중단 돌봄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출산 건강 돌봄 센터가 사법정의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을 

통해 안전 보조금 1,000만 달러를 이용하여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언제나 임신중단권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첫 번째 여성 주지자로서 저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로 

뉴욕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투쟁할 것이며, 다른 주정부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임신중단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뉴욕주에서 이러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자원, 역량, 보호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역사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클리닉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주에서 임신중단 시술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한편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 지원 기금  

  

Hochul 주지사는 오늘 보건부에 뉴욕주 최초의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 기금 2,500만 

달러 할당을 지시했고, 이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보건부는 신속하게 보조금 및 상환 

신청 접수를 시작할 것이며,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출산 건강 센터 안전 보조금  

  

Hochul 주지사는 또한 사법정의서비스국에 1,000만 달러를 사용하여 출산 보건 센터 및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의 시설 안전을 확보하고 부모 및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청 접수를 통해 신청을 마친 단체는 최종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자금 지원 신청은 Hochul 주지사의 

혐오 범죄 대응 지역사회 안전 보장(Securing Communities Against Hate Crimes) 

프로그램을 모델로 시행됩니다. 이는 이념, 신념 또는 사명 때문에 혐오 범죄 또는 공격의 

위험에 처한 비영리 단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건물의 안전 및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임신중단 서비스를 포함한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보건부는 원격의료를 통한 

임신중단 등 서비스 장벽을 허물기 위해 현재 의료 기준에 맞추어 뉴욕주 법을 개정하는 

최종 규제안을 마련하고 지난 주에는 임신중단 서비스의 법적 권리에 대한 지침을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임신중단 접근 작업 그룹(Abortion 

Access Working Group)을 소집하여 환자, 서비스 제공자 및 옹호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국가 정책을 안내하고 현장에 필요한 요구에 대응했으며, 주 예산에서 비용 

부담 없이 임신중단 서비스를 의료보험이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신중단권은 

뉴욕주 법에 반영되어 있으며, 뉴욕은 언제나 필요한 사람이 임신중단 시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Roe 판결이 번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우리는 근본적인 보건권을 퇴행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을 선도하는 자금 투자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우리는 임신중단 시술을 

받고자하는 뉴욕 주민을 비롯하여 이러한 시술을 받기 위해 뉴욕으로 오거나 올 예정인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Rossana Rosado 사법정의서비스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가 여성권 운동(Women's Rights Movement)의 전국적인 리더로서 여성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 가격으로 

정기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계획 단체들이 출산 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종종 타겟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보조금은 

이러한 단체의 직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여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리는 이용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으며, 특히 시간이 중요한 출산 관련 권리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뉴욕이 

프로초이스 투쟁을 전국적으로 선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지원하여 자원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Roe v. Wade 판결을 주 법에 적용하기 위한 상원 여당의 조치와 더불어, 대법원 판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제적으로 출산 보건 부문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1970년대 주정부 최초로 여성의 

출산 관련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으며, 이는 Roe v. Wade 판결로 인해 연방 

보호가 시행되기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미국 대법원은 시간을 

거슬러 가족 계획 서비스를 이용할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2등 시민 

취급을 받아서는 안되며, 여기 뉴욕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의회의 동료들과 저는 자랑스럽게 Hochul 주지사 및 Steward-Cousins 상원 여당 

원내대표와 함께 뉴욕주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강화된 자원을 제공하여 필요한 

사람이 필수적인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rdell Clear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원 여성 문제 상임 

위원회(Senate Standing Committee on Women's Issues) 의장으로서 저는 출산 자유 및 

평등 프로그램(Reproductive Freedom and Equity Program) 지원에 초기 자금 2,500만 

달러를 투자해주신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이번 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뉴욕이 

여성의 건강과 출산 자유를 수호하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모든 동료들과 계속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Georgana Hanson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액츠(Planned 

Parenthood Empire State Acts) 임시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뉴욕주 전역에서 서비스 제공 역량을 확대하고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에 대한 

역사적이고 중요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며 오랜 투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반드시 뉴욕이 신체 자율, 출산권, 임신중단권 보호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시점에 

주지사의 리더십은 필수적이며 이번 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뉴욕에서 모든 

사람은 신분과 주소, 소득에 관계없이 임신중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지사 및 의회와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하기를 고대합니다."  

  

Andrea Miller 전국 출산 건강 행동 기금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Reproductive 

Health Action Fund)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누구도 

임신중단을 위해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이 주정부에 임신중단을 

금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 가운데, 우리는 전국의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0만 달러 지원을 통해 Hochul 주지사는 

서비스 제공자 역량 강화 및 클리닉 안전 보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조치를 



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과 더불어, 우리는 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임신중단 

서비스를 뉴욕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도록 

자금을 확보할 것입니다."  

  

Michelle Casey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 센트럴 및 웨스턴 뉴욕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절한 자금 지원은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주정부가 임신중간 서비스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면 이러한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와 인생,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체는 개인의 소유입니다. 바로 

자신만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학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금지 

조치도, 법원 결정도 임신중단에 대한 결정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우리는 필요한 모든 사람의 양질의 서비스를 

시기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싶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이러한 우리의 

미션을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Donna Lieberman 뉴욕 시민 자유 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NYCLU)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뉴욕주는 처음으로 50년 전 임신중단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Roe 사례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3년 전의 일입니다. 연방 출산권이 번복되고 주정부가 시술을 금지하는 

가운데, 뉴욕은 여성, 소녀, 트렌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임신중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출산 건강법(Reproductive Health 

Act)은 공공 보건법 내에서 임신중단권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권리 보호를 선도하고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더욱 많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뉴욕은 임신중단 서비스 자금 지원에 2,500만 

달러를 제공하여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임신중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NYCLU는 뉴욕이 평등법 개정(Equality Amendment)을 통과시켜 주 헌법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뉴욕에서 임신중단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Christa R. Christakis 미국 산부인과 협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ACOG) 제2지구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산부인과 

협회(ACOG) 제2지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토록 중요한 시점을 맞아 Hochul 주지사를 

비롯해 산부인과 의사 등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금 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과 함께 협력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러한 대응 및 선제적 

조치는 우리 뉴욕주에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급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추가적으로 선제 조치 및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임신중단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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