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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뉴욕주에서 합법이며
보호됩니다
뉴욕주는 Roe v. Wade(로 대 웨이드) 1 사건 3년 전인 1970년 처음으로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Roe 판결 번복 후에도 뉴욕주는 트랜스젠더 남성이나 논바이너리를 포함하여 임신할 수 있는
그 누구나 낙태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를 제공해 왔습니다. 2019년 뉴욕주는 Reproductive
Health Act(생식보건법)2를 통과시킴으로써 Roe 보호를 성문화하여 안전하면서도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뉴욕주는 낙태가 기본적인 건강 관리임을 인지합니다.

뉴욕주는 낙태 시술 이용을 보장합니다.
• 뉴욕주는 수정 후 24주까지 낙태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보장합니다.3
• 수정 후 24주 후의 낙태는 태아가 생존해
있지 않거나 임신한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허용됩니다.4
• 뉴욕주에서는 미성년자가 보호자에게
통지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낙태 시술이나 기타 생식계 관련 건강 서비스를
책임성 있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낙태 시술은 기밀입니다.

뉴욕주는 생식계 관련 의료 결정 사항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 뉴욕주 법규는 “생식계 관련 의료 결정 사항”에
기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특정 약물,
의료 기기, 의료 시술 사용이 포함됩니다.5
• New York Clinic Access Law(뉴욕주 클리닉
액세스 법규)는 생식계 관련 의료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사용에
대한 위협 또는 부상, 협박, 간섭하기 위해 물리적
방해를 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6
뉴욕주에서는 낙태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의료
기록이나 임신한 사람의 예약에 대한 기타
정보나 시술을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7
여기에는 파트너, 부모나 보호자 또는 기타
타인에게 허락 없이 알릴 수 없는 것도
포함됩니다.

• 뉴욕주는 낙태를 위해 공적 자금을
제공합니다.9

• 고용주는 직원 또는 그 파트너의 생식계
관련 의료 결정 사항에 대한 직원의 개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8

• 2023년 1월 1일부터 보장 범위에 임신이
포함된 모든 사기업 건강보험은 낙태도 보장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11

1 N.Y. Penal Law(뉴욕 형법) § 125.05(3) (1971).
2 N.Y. Pub. Health Law(뉴욕 공중보건법) §§ 2599-aa to bb.
3 N.Y. Pub. Health Law(뉴욕 공중보건법) §§ 2599-(1).
4 Id.
5 N.Y. Lab. Law(뉴욕 노동법) § 203-e.
6 N.Y. Civ. Rights Law(뉴욕 시민권법) § 79-m; N.Y. Penal Law
(뉴욕 형법) § 240.70.

• 뉴욕주는 주법 규제가 적용되는 사기업
건강보험 회사가 “의료적으로 필요한” 낙태 시술에
보험을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10

7 N.Y. Pub. Penal Law(뉴욕 형법) § 18.
8 N.Y. Lab. Law(뉴욕 노동법) § 203-e(I).
9 뉴욕주 건강, 메디케이드 가족 플랜 서비스
(health.ny.gov/health_care/managed_care/famplan10ques.htm) 참조.
10 11 NYCRR § 52.16(o) (“의료적으로 필요한 낙태”를 보장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
11 A.B. 9007, 2022 Leg., Reg. Sess. (NY 2022), 개정 중인 N.Y. Ins. Law(뉴욕 보험법) § 3216
(2023년 1월 1일 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