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7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은 낙태를 합법화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오늘 일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역행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지사의 연설 동영상은 여기에서 유튜브(YouTube)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TV 

화질(h.264, mp4) 포맷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지사 연설 내용입니다.  

  

Cuomo 주지사: 여러 해 동안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우리에게는 낙태를 합법화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이 있고 누구도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역행할 

만큼 미쳐 있지 않기 때문에 뉴욕 법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예, 우리는 

선거에서 승리한, 미국 대통령 후보자로 그들이 지명한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당연한 일이었으며, 여러분은 뉴욕 법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낙태를 합법화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법의 경우, 제 친구들은 현재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만큼 진보적인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에는 

뉴욕에서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보호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낙태를 

합법화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에 의존했기 때문에 뉴욕주 법을 결국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판결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화당은 뉴욕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이 판결을 변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낙태를 합법화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성문화해야 합니다. 

성문화된 법은 뉴욕의 보호 조치를 실제로 강화할 것입니다. 신은 그들이 의도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이 진행되기 전에 이 일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https://spaces.hightail.com/receive/7zzlEIlMzj
https://youtu.be/FV8N7czVN10


 

 

조치를 취할 때 우리는 법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조치를 취할 때 저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뉴욕주 법이 제정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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