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 생식 건강 관리 자원에 관한 공공 인식 캠페인 개시 

 

위기 임신 센터(Crisis Pregnancy Centers, CPCs)에서 낙태를 만류하기 위해 생식 

서비스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한다는 광범위한 보고서에 

비추어 해당 캠페인은 여성이 의도치 않은 임신 시 낙태를 비롯한 선택권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할 것 

 

생식권에 대한 연방 정부의 끈질긴 공격에 맞서 Cuomo 주지사는 여성이 생식권을 

이용하도록 보호할 것이며 계속해서 상원에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성문화하도록 요청할 예정 

 

통합적 노우 유어 옵션 공공 인식 캠페인(Know Your Options Public Awareness 

Campaign)으로 뉴욕 주민들은 가족 계획, 임신 관리, 낙태 서비스 등 정확한 생식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광고는 여성이 ny.gov/planning을 방문하여 자신의 선택권을 알고 사실 정보를 얻도록 

권장 

 

 

생식 건강 관리 이용성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공공 인식 캠페인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여성에게 포괄적이며 기밀성 있는 정확한 

의학적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에 관하여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해당 캠페인은 지하철 

광고와 여러 언어로 번역된 정보를 포함하여 여성에게 가족 계획, 태아기 관리 및 낙태를 

비롯한 적절한 생식 건강 선택권에 대해 알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위기 임신 센터(Crisis Pregnancy Centers)라는 조직의 광범위한 보고서에 

대한 즉각적 대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직은 스스로 건강 센터라고 잘못 

표현하면서 낙태를 원하는 이들이 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들은 위기 임신 센터(CPCs)가 틀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빈번히 

사용하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을 사무실로 끌어들인 후 임신 관련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호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센터의 행동은 

http://ny.gov/planning


 

 

뉴욕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보호된 생식 건강 관리권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여성의 생식권을 가지고 싸우는 동안 

뉴욕은 여성이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가격이 합리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Trump 대통령과 정부가 뉴욕을 후퇴하게 만들고 뉴욕 주민의 

권리를 위태롭게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공 의식 캠페인을 개시하여 

생식 건강에 관하여 오도하는 잘못된 의학적 정보가 은밀히 퍼지지 않도록 싸울 것이며 

모든 뉴욕 여성에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해 알릴 것입니다.” 

 

공공 의식 캠페인은 지하철 광고를 포함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광고에 나온 

웹사이트에서 임신, 낙태, 피임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생식 건강 

센터에서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주 

전역에서 여러 언어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생식 건강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기관 및 클리닉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또한 적절한 제공 기관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변 건강 관리 프로그램 

목록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지불 능력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여성, 남성, 

청소년에게 포괄적이고 기밀성 있는 가족 계획 및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보장 보험이 없는 경우 또는 공동 부담하거나 공제하지 못하는 형편일 경우 

고객의 수입을 기반으로 유연한 요금 범위를 적용하여 요금을 청구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제공 기관은 또한 필요한 경우 여성을 합리적 가격의 건강 보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낙태를 비롯하여 생식 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위해 싸운 주지사의 경력에 

기반합니다. Cuomo 주지사는 과거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건강 보험 회사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존속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피임약 및 피임 장치를 공동 부담, 공동 보험, 공제 없이 보장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낙태 서비스를 공동 부담, 공동 보험, 공제(공제 비율이 높은 보험 플랜이 아닌 

경우) 없이 제공하며 보장에 관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Brett Kavanaugh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후 주지사는 Trump 행정부의 

극보수 어젠다에 반대하여 뉴욕의 진보적 가치를 지킬 조치를 취할 것을 맹세하고 

뉴욕주 법에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성문화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몇 년 동안 대법원에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 및 차후 판결을 주 법에 

성문화하여 여성의 생식 보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습니다. 주지사는 

여성이 개인 건강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전문가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https://www.health.ny.gov/community/pregnancy/family_planning/program_sites.htm#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statement-governor-andrew-m-cuomo-nomination-brett-kavanaugh-supreme-court#_blank


 

 

위해 법안 통과를 다시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2018년 의회 회기를 포함하여 

지난 6년간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의 보호를 성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식 건강 관리는 하나의 권리이며 모든 

여성이 이용할 수 있고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해야 합니다. Trump 행정부는 여성의 

생식권을 공격하고 있지만 뉴욕에서 우리는 앞장서 여성의 건강 관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번 공공 인식 캠페인으로 우리는 뉴욕주에서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관리 및 건강 서비스에 관하여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지사님과 저는 주 

상원에 여성을 지지하고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성문화하여 여성이 선택할 

권리를 보호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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