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7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S SERVICES, 

HHS) 장관에게 타이틀 엑스(TITLE X) 규제 변경이 도입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서한 발표  

  

주지사, 주의 가족 계획 프로그램(Family Planning Program) 및 뉴욕 주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요약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의견 첨부  

  

Cuomo 주지사: “규제 도입안은 타이틀 엑스(Title X)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및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Alex M. Azar II 장관에게 타이틀 엑스(Title X) 프로그램의 규제 변경 

도입안을 규탄하고 해당 규제가 적용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여 뉴욕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가족 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등 가족 계획 서비스 제공 기관용 연방 기금을 차단하고 타이틀 엑스(Title 

X)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생식 건강 서비스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 서한에서 주지사는 규제 도입이 주의 가족 계획 프로그램(Family Planning Program), 

뉴욕 주민의 건강, 건강 서비스의 전망에 가할 위험성과 법적 피해를 요약한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의견 사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중 여론 수렴 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뉴욕에서 Cuomo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공격에 맞서 생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왔습니다. 이번 달 초, 생식 건강관리에서의 진보를 후퇴시킬 수 있는 

극보수주의자 대법관(Supreme Court Justice)이 지명됨에 따라 주지사는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에 건강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금 

없이 긴급피임, 일반의약품 및 12개월치 피임약을 보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이전에 금융서비스부(DFS)에 지시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유산 서비스가 

공동 부담금, 공동 보험료 혹은 공제금 부담 없이 상업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Title_X_Proposed_Rule_Change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AMC_Azar_Letter.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Title_X_Proposed_Rule_Changes.pdf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actions-protect-reproductive-rights-face-federal-assault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ggressive-actions-protect-access-quality-affordable-health-care-all


 

 

  

해당 서신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lex M Azar II 장관님,  

장관  

미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01  

  

Azar 장관님께:  

  

저는 2018년 6월 1일 미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의 타이틀 엑스(Title X)와 

관련하여 제안한 규제 도입안 알림(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에 대해 

응답하는 서한을 보냅니다. 뉴욕은 타이틀 엑스(Title X) 프로그램 참여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의 타이틀 엑스(Title X) 기금 및 뉴욕주 기금을 모두 

사용하여 가족 계획 프로그램(Family Planning Program)은 생식 건강 서비스를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 뉴욕 주민들에게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제 도입안 알림(NPRM)이 제안하는 규정은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접근성의 확장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감소하고 있는 국내 청소년 임신 및 무계획 

임신율을 변화시키고 가족 계획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고 비윤리적이며 

불법적 장애물을 만들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이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타이틀 

엑스(Title X) 서비스의 품질과 이용성이 감소하고 뉴욕 주민 중 특히 타이틀 엑스(Title X) 

안전망에 의지하는 생식 가능 연령의 저소득, 보험이 없는 이들,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들이 완전한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것입니다. 이로써 

여성은 스스로 의학적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며 임신 여성은 수정 

후 선택권에 관해 고지 받고 동의할 권리를 빼앗길 것입니다. 이 규제 도입안은 개인의 

자주권과 사인간 계약 권리에 대한 의회의 간섭을 제한하는 오래된 원칙을 침해합니다.  

  

규제 도입안은 타이틀 엑스(Title X)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및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규제 도입안은 건강 관리 

서비스의 질을 떨어들이며 고지를 받은 후 내리는 의학적 결정 및 피임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으며 제공 기관의 의견을 제한하고 제공 기관과 환자간 관계를 약화시키며 

기밀성을 없앨 것입니다. 또한 양육 관리 및 여성 건강 관리에서 가족 계획을 독단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뉴욕 주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전체적 위협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규제 

도입안은 과학 및 의학의 우수 사례, 보건복지부(HHS)가 35개국 전문가 및 의학 협회와 

협의하여 세운 수정 전후 기준을 심각하게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규제 도입안 알림(NPRM)이 주의 가족 계획 프로그램(Family Planning Program), 

뉴욕 주민의 건강, 건강 서비스의 전망에 가할 위험성과 법적 피해를 요약한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의견을 첨부합니다.  

  

뉴욕은 이용 가능한 합법적 방안을 모두 분석하여 규제 도입안이 뉴욕 주민의 건강 및 

웰빙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며 뉴욕 가족 계획 프로그램(Family 

Planning Program)의 완전성을 지킬 것입니다. 해당 규제가 그대로 도입된다면 뉴욕은 

통합적 타이틀 엑스(Title X)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타이틀 엑스(Title X)의 현 규제를 유지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첨부  

  

참조: Donald Trump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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