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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임신 중단 및 임출산권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기 위한 선도적인 법안 

패키지에 서명  

  

여섯 개의 법안으로 구성된 종합 패키지는 대법원의 Dobbs v. Jackson 최종 판결에 따라 

환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를 보호하는기 위한 조치  

   

S.9039A/A.10094A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집단 소송 가능  

  

S.9077A/A.10372A에 따라 임신 중단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보호 제공  

  

S.9079B/A.9687B에 따라 임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가 불법인 주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임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 종사자에 대한 위법성 혐의 조각  

  

S.9080B/A.9718B에 따라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험사의 악의적 정책 금지  

  

S.9384A/A.9818A에 따라 임신 중단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의 주소 미공개 프로그램 시행  

  

S.470/A.5499에 따라 부족한 의료 및 자원을 비롯해 서비스가 제한된 임신 센터에 대한 

연구 수행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임신 중단에 대한 대법원(Supreme Court) 최종 판결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힘을 

싣기 위한 선도적인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Dobbs v. Jackson에 대한 대법원 

의견이 유출되어 곧 50주년을 맞는 Roe v. Wade 판결이 번복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법안은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유서깊은 그레이트 홀 오브 쿠퍼 유니언(Great Hall of Cooper Union)에서 

법안에 셔명했으며, 이 자리에는 Andrea Stewart-Cousins 여당 원내대표, Carl Heastie 

의장, 의회 주요 파트너를 비롯해 임신 중단 및 임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지지자들이 참석헀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출산권은 인권의 영역이며, 오늘 우리는 

뉴욕에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행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뉴욕의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신 

중단에 반대하는 주의 보복성 행위로부터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고 뉴욕이 언제나 임신 

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뉴욕은 언제나 자유를 위한 희망의 등불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러한 의지를 관철할 것임을 세계에 분명히 알립니다."  

  

Antonio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가만히 앉아 대법원이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후퇴시킴으로써 다년 간의 진보를 

무너트리는 것을 보고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서명한 법안 패키지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이를 통해 뉴욕은 여성을 

위한 안전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뉴욕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 중단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Andrea Stewart Cousins 여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oe v. Wade를 

번복하겠다는 대법원 의견이 유출되었을 때 전국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 중단 시술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곧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며 여성을 신체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2등 시민으로 격하시키는 조치입니다. 

2019년 상원 여당이 된 이후부터 민주 여당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뉴욕 주민의 

임신출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전국에서 

시행되는 유해한 정책으로부터 뉴욕 주민들의 임신 출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선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Hochul 주지사, Heastie 의장, 민주 

연합(Democratic Conference)의 모든 구성원께 감사드립니다."  

  

Carl Heastie 하원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출산과 관련된 의료적 결정은 반드시 

환자와 의사가 내려야 합니다. 오늘 서명한 법안은 의료 전문가들이 중요하고 생명을 

구하는 시술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주의 보복성 

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추진해주신 Hochul 주지사, Stewart-

Cousins 여당 원내대표, 하원 여당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의 여성의 신체 

자율권과 의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임신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를 여성에게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법안 S.9039A/A.10094A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집단 

소송의 길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뉴욕주 주법(New York State Law)에 따라 임신출산 

및 내분비계 관련 의료 서비스를 시행, 보조하거나 시술받은 사람을 고소하거나 혐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개인은 청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법안 S.9077A/A.10372A에 따라, 임신 중단 서비스 제공자, 임신 중단 시술 보조자, 또는 

개인적으로 임신 중단을 시행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해당 

법안은 임신 중단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기각 사유를 마련하고 법원이 주 경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된 임신 중단 시설로 인해 주 바깥 지역에서 발생한 민형사 소송에 



협조하기 못하도록 막으며 사법집행 기관이 합법적으로 시행된 임신 중단에 대하여 

임신중단권을 인정하지 않은 주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등 보호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 S.9079B/A.9687B에 따라, 의료 행위자를 비롯해 합법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주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제공한 임신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 행위, 시술 내용, 권고, 제공 등곽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위법 행위로 기소할 수 없도록 방지합니다.  

  

법안 S.9080B/A.9718B에 따라, 뉴욕주에서 합법인 임신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 또는 

임신 중단 시술을 뉴욕주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방지합니다.  

  

법안 S.9384A/A.9818A에 따라,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자, 직원, 자원봉사자, 환자, 임신출산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직계 가족은 

주정부 주소 기밀 프로그램에 등록됩니다.  

  

법안 S.470/A.5499에 따라,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커미셔너는 

뉴욕주에서 임신한 여성이 겪는 의료 및 자원 문제를 비롯하여 한정된 임신 센터 

서비스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뉴욕 주민은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정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Alessandra Biaggi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은 처한 상황에 관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귀한 피난처가 되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다른 주들이 임신 중단 및 트렌스젠더 관련 의료 서비스를 불법화하는 

가운데, 뉴욕은 임신출산권의 정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며 전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어 헤이트법(FIRE HATE Act)은 임신 중단 또는 트렌스젠더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뉴욕으로 온 사람 모두를 여타 조건에 관계 없이 보호합니다. 저는 뉴욕이 

임신출산권의 안전한 보호처로 남을 수 있도록 이토록 중요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신 Hochul 주지사, Burdick 하원의원, 의회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Cordell Clear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원 여성 이슈 위원회(Senate 

Women's Issues Committee)의 의장으로서 저는 오늘 우리 주가 기본적인 인권인 임신 

출산 관련 건강, 안전, 선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한 주소 기밀법(Address Confidentiality Bill)(S.9384-A) 

등을 비롯한 공통적인 조치는 뉴욕이 모두의 공정, 정의, 평등권을 위한 안식처가 되도록 

합니다."  

  

Michelle Hinche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e 판결을 번복하려는 의지를 

대법원이 보이고 전국에서 임신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를 불법화한 다수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연방 수준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임신 중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저는 법안 패키지에 포함된 법안을 지지할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해당 법안은 필수 의료 서비스가 금지된 주의 주민이 뉴욕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해당 시술을 제공한 의료 전문가를 보복성 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는 언제나 임신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뉴욕에서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신 제 동료들과 Hochul 주지사와 함께 할 수 있어 자랑스러웠습니다."  

  

Brad Hoylm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은 신체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임신출산권은 전국적으로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Hochul 주지사가 오늘 서명한 법안을 통해 뉴욕 주민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권리를 보장받았으며, 뉴욕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전국의 

모든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 패키지에 포함된 법안인 

S.470 임신 센터 제한 서비스(Limited Services Pregnancy Center) 법을 Glick 

하원의원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보건 

커미셔너는 미등록 또는 불법 시설에서 진행되지만 종합 임신출산 의료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 임신 관련 서비스에 대해 조사하여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센터는 종종 환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환자에게 

강요하며, 이로 인해 임신 중단을 고려하는 여성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뉴욕에서 임신한 여성이 겪는 의료 및 자원 부족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이 정확하고 비강제적인 의료 정보를 시기 적절하게 얻는 데 이러한 센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Anna Kapl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e 판결이 번복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국의 공화당 주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임신출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고자 하며, 다수가 임신 출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기 뉴욕에서 우리는 여성의 임신출산권을 강력하게 옹호하며, 

의사들이 그들을 의지하는 환자에게 대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시술을 제공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제 법안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공화당 우세주의 낙태반대법으로 인한 

혐의 및 소송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신체자유 제한 조치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이 뉴욕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필요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저는 Linda Rosenthal 하원의원과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며, 뉴욕의 임신출산권 보장을 위해 힘써주신 Kathy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Liz Krueg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우리는 대법원의 인종 극단주의적인 

경향이 우리가 50년 동안 지켜온 임신 중단권을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결정을 할 미국인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필수적인 임신출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될 위기에 놓여있는 가운데,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뉴욕은 반드시 기본권을 누리고자 하는 뉴욕 주민과 

다른 주의 주민을 보호해 이들이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뉴욕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뉴욕에서 합법인 임신 중단 서비스를 

시술했다는 이유로 다른 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가 오늘 서명한 법은 임신 중단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모두를 

위해 뉴욕을 피난처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Chris Burd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반드시 다른 주의 열악한 기초 

의료권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파이어 헤이트법은 이들이 거주하는 

주정부가 이들을 위협하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뉴욕주 주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뉴욕에 온 모든 사람은 임신 출산 및 

트렌스 젠더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어 헤이트법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행위를 조각하며, 따라서 개인의 신체 자율권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Deborah Gl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Hoylman 상원의원과 제가 추진한 

법안인 A.5499/S.470에 주지사가 서명하여 뉴욕주 보건부가 '가짜 클리닉'이라고 불리는 

임시 임신 센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임신을 유지 또는 중단하곘다는 

결정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입니다. 임신 중인 뉴욕 주민은 반드시 

이토록 복잡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을 전문 의료진과 함께 상담하여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공포, 위협, 정보 부족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임신 중인 뉴욕 주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주신 뉴욕주 주정부의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Charles Lavin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신 중단 서비스 제공자들은 전국의 

반대자의 목표물이 되고 있지만, 뉴욕에서 우리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안전한 임신 

중단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입법을 추진해주신 상원과 하원 

파트너들께 감사드리며, 뉴욕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Amy Paul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신 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의료 

노동자들은 협박, 괴롭힘, 스토킹 또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임신출산 관련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역 및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신 중단 반대 캠페인에 맞서 이들의 신원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안전과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법안에 서명해 우리의 임신 출산 관련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뉴욕주의 여성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Linda Rosentha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에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 

중단을 할 여성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전한 임신 중단 시술을 받도록 결정할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려고 일부 주정부가 시도하고 미 대법원의 Roe 판결 번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주는 전력을 다해 임신 중단 시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가 의료보험사로부터 전문 의료 행위에 대한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 법안 두 개를 포함하여 임신출산권 보호 패키지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법을 통해 뉴욕의 의료 종사자들은 뉴욕주 바깥에서 

두려움에 떨며 시술을 받기 위해 뉴욕으로 온 사람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대법원의 

결정에 관계 없이 임신 중단을 비롯한 임신 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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