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는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 RHA)이 통과됨에 따라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뉴욕주 법에 명기하도록 약속  

 

생식 보건법과 포괄적인 피임 보장법(Comprehensive Contraceptive Coverage Act)이 

모두 통과되기 전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약  

  

포괄적인 피임 보장법을 지지하는 법안을 추진  

  

주지사의 2019년 사법 어젠다(Justice Agenda)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여성들의 낙태 허용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의사들을 보호하는 생식 보건법이 통과됨에 따라 Roe 대 

Wade(Roe v. Wade)의 대법원 판결을 뉴욕주 법에 성문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앞서, 주사는 생식 보건법(RHA)의 통과를 위해 집회를 열고 Hillary Clinton 전 국무장관, 

Kathy Hochul 부지사,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원내 대표, Liz Krueger 상원 의원과 

Deborah Glick 하원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입법 30일 이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식 보건법의 통과는 12월에 요약한 100일간의 의회 기간에 대한 

주지사의 2019년 사법 어젠다의 일환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2018년도 Cuomo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제정한 규정을 영구화하는 

포괄적인 피임 보장법을 지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의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에 의거하여 건강 보험 기관이 정책적으로 무료 

피임기구를 많이 제공한다는 사항을 뉴욕주 법에 성문화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생식 

보건법과 포괄적인 피임 보장법이 모두 통과되기 전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우리가 Roe 대 Wade 판결을 주 

법으로 성문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여성의 생식 보건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조항이 쓰여진 헌법 개정안을 통과되도록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과시키고, 투표에 올리고, 헌법에 이를 기재할 것이며, 이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unveils-agenda-first-100-days-2019-justice-agenda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EO_184.pdf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848년 우리 고향에서 처음으로 

점화되었던 여성의 권리를 위한 성화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늘 이 싸움을 

지속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음 회기에서 성취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보호되어야 할 법으로 명기할 것입니다. 이번 달 말에 Roe 대 Wade 판결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마침내 연방 정부가 여성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시기에 Roe 

대 Wade 판결을 주 법으로 성문화 할 것입니다."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의장인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의 여성들이 그들의 

건강관리에 있어 전례가 없는 공격에 받고 있으며, 워싱턴에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는 국내의 그 누구보다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했고, Roe 대 Wade 판결을 뉴욕주 법에 

성문화하려는 그의 계획은 최종적으로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보호할 것이며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주지사의 지도 아래, 뉴욕은 다른 주에게 

모범을 보여왔고, 2019년 사법 어젠다의 일환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싸움을 이끌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행정 기간 동안, 주지사는 Roe 대 Wade 판결을 주 법으로 성문화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해 왔습니다. 2018년 대법원이 보수적 다수로 전환되자, 주지사는 상원 

의원에게 올버니로 돌아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 뉴욕의 진보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Trump 행정부의 계속되는 여성권리 침해에 맞서 싸우도록 촉구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주지사는 지속적으로 상원 의원에게 이러한 보호 조치를 주 법으로 성문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요구했고, 이는 최근 의회에서 쉽게 통과되었습니다.  

 

2018년 8월 주지사는 여성들을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생식 보건 서비스에 

연결시키도록 기여하는 공공 의식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낙태를 추구하는 

여성들의 결정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기 임산부 센터(Crisis Pregnancy 

Centers)들이 자신을 보건 센터로 왜곡했다는 놀라운 보고서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주지사의 캠페인은 다양한 언어로 된 명확하고 사실적인 정보가 담긴 

광고를 통해 전국의 여성들에게 자신의 생식 건강 선택에 대한 정보를 더욱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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