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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및 뉴욕주 상원의 ANDREA STEWART-COUSINS 민주당 원내 대표, 

낙태를 합법화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뉴욕주 법으로 성문화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뉴욕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올버니로 돌아올 것을 촉구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법제화하기 위한 표결을 공약한 뉴욕주 민주 

콘퍼런스(Democratic Conference)의 전체 회원 31 명 

  

31 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뉴욕에서 생식권을 보호하는 데 오직 1 표만이 필요한 

뉴욕주  

  

Andrew Cuomo 주지사와 민주 콘퍼런스(Democratic Conference)는 뉴욕주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상원의 Andrea Stewart-Cousins 민주당 원내 대표는 공동 

기고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자신의 생식과 관련된 의학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각의 뉴욕주 상원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와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의원이 이끄는 

뉴욕주 상원 민주 콘퍼런스(Democratic Conference)의 모든 회원 31 명은 오늘, 낙태를 

합법화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뉴욕주 법으로 성문화하는 데 투표하여 

뉴욕 주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올버니로 돌아갈 것을 뉴욕주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표결을 촉구하는 Cuomo 주지사 및 뉴욕주 상원의 

Stewart-Cousins 민주당 원내 대표의 공동 기고문이 나온 후에, 뉴욕주 상원의 통합 

민주 콘퍼런스(Senate Democratic Conference)는 31 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따라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뉴욕주 법으로 성문화하는 

데 공화당 상원의원의 찬성표 한 표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어떠한 잠재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합법화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에 따른 뉴욕 여성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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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년 된 낙태법(abortion law)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뉴욕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반대해 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을 보수화시킬 Brett Kavanaugh 판사가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로 지명됨에 따라,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이 뒤집힐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공격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에서 31 표를 확보했기 

때문에, 연방 차원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 판결을 보장하는 데 이제 단지 1 표만이 

필요합니다. 뉴욕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유권자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며, 여성의 생식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뉴욕 

주민에게 알려합니다. 뉴욕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뉴욕주 상원의 Andrea Stewart-Cousins 민주당 원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여성의 생식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낙태를 합법화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법제화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정도로 이 권리에 너무 적대적인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워싱턴에서 극단주의 움직임을 보일 때, 뉴욕 주민 특히 여성들은 자신의 생식권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제 잘못된 정보와 미사여구의 말잔치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뉴욕주 상원의 Jeff Klein 민주당 원내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공격받고 있는 동안, 뉴욕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한가하게 방관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의 다수가 보수화되고 있는 지금, 여성의 권리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욕이 

앞장서서 맞서는 길을 이끌어야 합니다.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뉴욕주 

법으로 성문화하는 것을 뉴욕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받대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제 

동료 민주당 의원들 및 Cuomo 주지사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성이 건강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앞장서야 

합니다.”  

  

뉴욕주 상원 민주 콘퍼런스(Senate Democratic Conference)의 의장인 Michael 

Gianari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의 

법제화는 여성이 가족 계획을 세우고 자신을 위해 의료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자신의 건강에 관련된 선택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여성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이 제안을 지지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 후원자인 Liz Krueg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명과 편향된 주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또 다른 극단주의자의 

대법관 후보 지명은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이 뒤집힐지에 대한 질문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욕 주민 대부분은 낙태를 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개인적인 결정은 정부가 아닌 여성과 담당 의사가 내려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제 

뉴욕 주민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뉴욕 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졌습니다. 뉴요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반드시 올버니로 돌아와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에 투표해야 합니다.”  

  

Joseph P. Addabbo J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보다 훨씬 이전부터 여성의 건강 선택권을 존중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0년이 지난 후에 뉴욕 여성으로부터 그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Marisol Alcant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생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Trump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자는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뒤집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는 여성에게 치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올버니로 돌아와서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에 투표하는 것에 동의해 줄 것을 뉴욕주 상원 공화당 

의원 콘퍼런스에 촉구합니다. 뉴욕주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연방 정부의 조치와 

상관없이 여성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올버니로 돌아가서 

주민을 위한 일을 합시다.”  

  

Tony Avell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로 보호받고 있는 여성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능력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의 법제화는 Trump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여성의 권리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뉴욕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Jamaal Baile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rett Kavanaugh 판사를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일과 관련하여 이전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반추해 

보면,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의 법제화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 의회에서 적절한 법을 

성문화하는 데 동료 공화당 의원들도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Brian A. Benjam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5년 전에 내려진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은 이 나라의 법으로 생식과 관련하여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햇습니다. 이러한 적용이 Trump 대통령이 지명한 반 여성, 반 노동자, 반 

건강 보험 성향의 대법관 후보자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뒤집을 경우, 낙태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가 뉴욕주를 포함한 많은 

주들로 돌아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뉴욕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주의회는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반드시 성문화해야하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여성은 당연히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Neil Bresl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태를 합법화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의 보호 조치를 뉴욕주 법으로 성문화하는 일은 뉴욕주가 훨씬 

이전에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여성은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계없이 자신의 생식권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제 뉴욕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러한 시도를 막는 일을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David Carlucci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모든 여성이 

임신 중에 스스로 의학적인 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Trump 대통령은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은 생식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John Brook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뉴욕 주민이 

여성의 권리와 건강 보험 보호 조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과 포괄적인 피임 보험 적용법(Comprehensive Contraception Coverage 

Act)을 막는 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뉴욕주 여성은 당연히 주정부의 실질적인 

리더십이 발휘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뉴욕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진보를 

막고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올버니의 골칫거리였던 정당 정치를 끝내고 주민을 먼저 생갹해야 할 때입니다.”  

  

Leroy Comri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ennedy 판사의 사직으로, 

여성의 생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 차원의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무모한 조치에 맞서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음을 뉴욕 주민은 알아야 합니다. 민주 콘퍼런스(Democratic Conference)의 제 

동료들과 저는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법제화하여, 뉴욕 주민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Martin Malavé Dil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에서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없고, 워싱턴의 감시에서 벗어나 법과 소망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그들은 뉴욕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 

훼손되는 것도 바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을 달래는 것이 

전부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몇 세기 동안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안된다’고 다시 

말하기 위해 반드시 나서야 합니다.”  

  

Jesse Hamilto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들과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여성의 생식에 대한 결정을 비판해서는 안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성의 개인적인 자유를 지지해야 합니다. 환자는 의회나 법원과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여성에게 반드시 완전히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뉴욕주 법으로 성문화하여 

뉴욕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rad Hoylm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대통령이 낙태를 

반대하는 Brett Kavanaugh 판사를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기 때문에, 

뉴욕주 상원의원들은 올버니로 돌아가 Krueger 상원의원의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을 통과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뉴욕 여성의 존엄성, 건강, 복지 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Todd Kamin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전 지역의 

여성들은 낙태를 합법화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이 제공한 헌법상의 자유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진보의 성과를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건강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어둠의 세력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주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Brian Kavanagh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은 이 나라의 법입니다. 여성에게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학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거의 반세기만에 뒤집을 대법관의 

임명이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우리 법에 위헌적인 제한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뉴욕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뉴욕주 

하원의원으로서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Stewart-Cousins 민자당 원내 대표 및 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전의 의회 

회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올해 표결을 위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 중요한 법안의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Tim Kenned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계없이 낙태를 합법화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의 보호 조치를 뉴욕주가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주 여성의 생식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성의 권리와 건강 보험의 보호 조치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즉시 뉴욕주 법으로 성문화하기 위해 

뉴욕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Shelley May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상원이 올버니로 

돌아가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뉴욕주 공중 보건법(Public Health 

Law)으로 성문화하는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을 통과시켜야 할 때입니다. 

뉴욕은 여성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1970년에 통과시킨 미국 최초의 



 

 

주였습니다. 그 법안은 공화당 주지사와 공화당이 장악한 뉴욕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오늘날 여성의 생식권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지키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여성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연방 정부가 

공격을 가할 때 우리가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개인의 의학적인 결정을 위해 여성의 권한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힘을 

합쳐야 합니다.”  

  

Velmanette Montgomer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건강 

보험의 적용 특히 여성의 생식권에 대한 건강 보험의 적용을 날마다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여성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Kevin Park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onald Trump 대통령은 여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정부는 앞장서서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뉴욕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뉴욕주 법으로 

성문화하는 것을 촉구하는 데 뉴욕주 상원의 Andrea Stewart-Cousins 민주당 원내 

대표님과 제 민주당 동료 의원들 그리고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앞장서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뉴욕주 여성들이 낙태 반대 세력이 강화되고 있는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Jose Peralt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rett Kavanaugh 판사의 연방 

대법원 대법관 지명은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철회하여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명백한 시도입니다. 뉴욕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여성의 

선택권을 보호하여 저렴하고 안전하게 피임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성의 선택권을 계속 보호하기 위한 표결에 공화당 의원들이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Roxanne Persaud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여성들은 낙태에 

반대하는 이론가들로 가득한 연방 대법원에 특히 취약합니다. 낙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생식 관련 건강 보험 적용에 대한 뉴욕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과 같은 연방 규칙과 현대 의학 관행에 따라 우리의 법을 

제정하려는 민주당 동료 의원들의 시도를 뉴욕주 상원의 다수당이 계속 막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했기 때문에, 2018년에 뉴욕주 상원은 보스 법안(Boss 

Bill)을 통해 기본적인 산아 제한 보호 조치를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당연히 기본적인 건강 보험을 가져야 합니다.”  

  

Gustavo Rive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rett Kavanaugh 판사를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기 때문에,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법제화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의 건강 관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뉴욕주의 조치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여성의 선택권을 가지고 벌이는 정치적인 

게임을 중단하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을 

통과시키는 데 우리와 힘을 합칠 것을 공화당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진보적이라고 부르는 주에서는 단순하게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생식 

건강에 관한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때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James Sanders J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법제화하고 여성의 생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을 통과시킬 것을 공화당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하는 데 콘퍼런스 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뒤집으려는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에 맞서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Trump 대통령이 최근에 보수적인 Brett 

Kavanaugh 판사를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에 특히 그렇습니다.” 

  

Diane Sav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Brett Kavanaugh 

판사가 연방 대법원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뉴욕에서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연방 정부가 여성의 생식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구의 상원의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올버니로 돌아와 이 문제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José M. Serra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여성의 생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건강 보험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올버니로 돌아올 

것을 반대편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Luis Sepulved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적인 미국 연방 대법원이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 

법제화를 통해 뉴욕주 법은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에서 여성의 권리를 계속 보호하고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연방의 권리를 넘어서 주의 

권리에 의지하는 보수적인 판사들도 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Toby Ann Stavi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성 평등 

어젠다(Women's Equality Agenda)를 표결에 부쳤을 때, 우리는 단지 열 개의 제안 중 

아홉 개만을 승인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의 법제화를 건너 뛰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공화당 

대통령이 이 판결에 반대하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예상은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나는 밀실에서 서투른 솜씨로 진행되는 불법 낙태 시술이 

자행되던 과거로 돌아갈까 봐 두렵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인생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성 스스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David J. Vale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했습니다. 이제 그 권리를 계속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합법화한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법제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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