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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공중 보건 관련 의사 결정에서 여성의 보건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안에 

서명  

  

법안 S.7628/A.8536에 따라, 공중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에 여성 보건 서비스 제공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여 공중 보건 의사 결정을 내리는 단체의 전문성 확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공중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 PHHPC)에 여성 보건 서비스 제공자 대표를 위원으로 추가하는 법안 

S.7628/A.8536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여성 보건 및 여성 돌봄 시설 관련 공중 보건 

결정에 적절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임신중단권이라는 기본권 보장이 

위험에 처한 가운데, 우리가 여기 뉴욕에서 여성의 재생산 관련 건강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위하는 것이 전에 없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전문성과 감수성이 부족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단체가 여성의 보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젠더와 인종 부문에서 

우리의 공중 보건 시스템에 큰 보건 불공정으로 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뉴욕에서 

여성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이 매일 겪는 어려움과 

건강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공중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에 

매우 중요하지만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부문에 경험이 있는 인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의 보건 공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PHHPC 구성원 중 다수가 양로원, 행동 보건, 보험사 등 다양한 보건 부문의 

전문가이지만 현재 PHHPC 구성원 중 누구도 여성 보건 부문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회는 위생 규정(Sanitary Code) 개정, 보건 커미셔너에 대한 권고, 보건 시설 

신청 검토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추가 위원 임명을 통해 

PHHPC이 시행하는 공중 보건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됩니다.  

  

오늘 서명된 법안은 주지사가 뉴욕의 재생산 의료 접근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입니다. 제정 예산(Enacted Budget)은 모든 보험 플랜이 임신중단 

서비스를 보장하는 한편, 주 전역에서 지역사회 재생산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는 

가족 계획 보조금(Family Planning Grant)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산에는 또한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산후 메디케이드(Medicaid) 보장을 산후 60일에서 

1년까지 연장하는 등 산모 사망 및 사망률 관련 인종 불평등 해결을 비롯해, 허가 임상 

사회보장사(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s), 피어 카운슬링, 환자 추적 시스템 등 

시스템과 영양 서비스 확대 등 육아 및 산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대법원 의견 초안 유출로 Roe v. Wade 판결에서 보장한 임신중단권이 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재생산 관련 보건을 보호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Julia Salaza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중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는 여성의 

건강과 복지 관련 사안에 대한 주정부 결정에 중요하지만, 적절한 지침 없이는 매일 

여성이 겪는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보건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여성의 

보건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Richard N. Gottfrie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중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의 

결정은 공중 보건 정책을 이끕니다. 구성원들은 모든 뉴욕 주민을 대변해야 합니다. 여성 

의료 서비스 제공자 대표를 공중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에 추가함으로써 산모의 건강, 

재생산 돌봄, 기타 필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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