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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RTION ACCESS ALWAYS: HOCHUL 주지사, 출산 의료 서비스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강력한 멀티 플랫폼 공공 교육 캠페인 발표  

   

Roe 대 Wade 판결을 뒤집기 위한 SCOTUS의 결정에 따라 유료 미디어 캠페인, 모든 
사람을 위한 낙태 접근 및 출산 건강 보호에 대한 뉴욕주의 약속 강조  

   
여긱에 제공되어 있는 낙태 교육,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12개 언어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뉴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옵션에 대한 인식 확대  

   

대중 인식 캠페인 이미지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Dobbs 대 Jackson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Kathy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보건부는 오늘 뉴욕 시민들과 모든 미국인들이 낙태가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항상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강력한 다원화된 유료 공교육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주 전체의 캠페인에는 다중 플랫폼 광고 노력과 뉴욕의 낙태 권리, 

제공자, 지원 및 지불 옵션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가 

포함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판결이 불리하게 내려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이를 준비하는 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은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뉴욕주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Abortion Access Always' 캠페인은 모든 

사람들이 낙태가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이곳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제가 주지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뉴욕주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Antonio Delgado 부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의 선례를 뒤엎고 평등과 

여성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 시계를 되돌리겠다는 대법원의 결정은 측량할 수 없는 

양심에 충격을 줍니다. 그 결정은 끔찍하고 우리가 국가로서 우리의 연합을 완성하기 

위해 싸워온 모든 것에 대한 모욕입니다. 건국 이념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며 여기 뉴욕에서, 우리는 그 싸움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곳 뉴욕에서는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ny.gov%2Fabortion&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ce56c689e354dda291308da560736f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688639332775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VW8RV%2BES498D2dEhR2ihlBO0eTBUUPrG5l4VpJzlx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06%2FAbortionNY_Public_Awareness_Campaign_Images.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ce56c689e354dda291308da560736f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688639332775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CozO6P1n2rr3FJr%2Fm8jjcMrLVHq%2BXqSvWMvRPClxRJ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06%2FAbortionNY_Public_Awareness_Campaign_Images.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ce56c689e354dda291308da560736f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688639332775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CozO6P1n2rr3FJr%2Fm8jjcMrLVHq%2BXqSvWMvRPClxRJY%3D&reserved=0
file:///C:/Users/MBoyles/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Content.Outlook/BDCOMAF6/ny.gov/abortion


낙태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고, 합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은 계속해서 

이 나라 전역의 여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통합 미디어 및 광고 캠페인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주 전역에서 진행되며, 대중교통 

허브, 쇼핑 센터, 공항과 같은 교통량이 많은 목적지, 라디오 및 디지털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NYSDOH가 주도하는 이 광고들은 검정색, 녹색, 핑크색, 자주색 등 4가지 

색상으로 시연되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중 보건 문제로서 낙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안전한 낙태는 개인의 신체적, 의학적 웰빙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정을 

꾸리고 그들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하는 선택과 능력을 보장해 줍니다.  

   

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인 4,000만 명의 여성들이 이미 낙태 권리를 철회하고 있는 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들 중 상당 수는 강간, 근친상간 또는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하는 

임신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내린 잔혹한 판결은 공중 

보건의 희롱이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인권 위기입니다. 개개인은 자신의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학적, 사회적 결정요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는 안전한 낙태에 대한 접근 권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와 NYSDOH 팀 덕분에, 우리는 모든 뉴욕 시민들과 치료를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중에게 낙태 접근과 출산 의료에 대한 

단일 정보원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새로운 웹사이트에는 

낙태권, 의료 서비스 제공자, 치료 옵션, 정신 건강 지원과 지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부의 형평성에 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구축된 이 웹 사이트는 

12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며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자산(전광판, 기성 메시징 및 소셜 미디어 그래픽 포함)은 지역사회에 

이러한 메시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공공 의료 파트너 및 커뮤니티 기반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미 뉴욕주에서 출산권과 낙태 접근권을 더욱 보존, 보호, 강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뉴욕에서 낙태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 보건부가 감독하는 2,500만 

달러 규모의 낙태 서비스 제공자 지원 기금도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이 중요한 

치료를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건강 돌봄 센터가 

사법정의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를 통해 안전 보조금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1,00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6월 13일, Hochul 주지사는 뉴욕의 환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낙태 권리를 더욱 

보존하고, 보호하며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6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법률은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불법 간섭에 대한 소송 사유의 확립과 낙태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를 주소 기밀 프로그램(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에 포함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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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법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새 법안은 

또한 의료 종사자들이 그러한 서비스가 불법인 주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출산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위법 행위 혐의를 금지하고 의료 과실 보험회사들이 법적 

치료를 제공하는 낙태 제공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뉴욕 시민들과 치료를 받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낙태권이 뉴욕 주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와 주 보건부는 항상 국가가 

안전한 낙태 접근과 출산 치료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의 낙태 시술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의 허가 없이 

낙태를 받은 개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진료 기록뿐만 아니라 예약 또는 시술에 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태아의 다른 생물학적 부모, 환자가 미성년자인 개인의 부모 및 낙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의 명시적 허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뉴욕에서는 Medicaid가 낙태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의료 보험 옵션도 또한 그러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결제 또는 여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비용 충당에 도움이 되는 자원, 자금 및 조직이 있습니다.  

   

낙태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옵션, 정신 건강 지원 또는 결제 옵션에 대한 리소스를 

포함하여 뉴욕의 낙태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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