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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 시민들이 이제 NYS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에 "X" 성별 표시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발표  

   
성인식법 시행의 역사적인 단계, 프라이드 먼스에 맞춰 시행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뉴욕 시민을 위한 장벽을 제거하려는 주의 노력 지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시민들이 주 전역의 모든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 사무실에서 운전면허증, 학습자 허가증 또는 비운전자의 신분증에 성별 

표시로 "X"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6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주정부의 성인식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은 DMV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뉴욕 시민들을 위한 

보호를 확장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성별을 

바꾸고, 출생 증명서를 더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프라이드 먼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평등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싸움에서 또 다른 

승리를 나타내는 이 역사적인 변화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성 정체성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반영하는 신원 문서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제 

행정부는 뉴욕이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가치, 사랑, 그리고 소속감을 주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Mark J.F. Schroede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아마도 다른 어떤 주 정부 기관보다 DMV를 통해 직접 

그들의 정부와 연락하기 때문에, 모든 뉴욕 시민들을 대표하는 신원 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옵션을 구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옵션은 수많은 고객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r Maria Imperia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필수적인 신분증 서류들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반영하고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 주의 중요한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존엄성을 높이고 뉴욕주에서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최고 다양성 책임자 대리인 Priya Nai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랜스젠더이자 

논바이너리 뉴욕 시민으로서, 이 행동은 제가 이제 제 정체성을 더 잘 반영하는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성별 표식일 뿐만 아니라, 

뉴욕주가 저를 저로 인정하고 본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포용적인 변화를 추진해주신 Hochul 주지사님, 자동차부, 논바이너리 및 

트랜스젠더 옹호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주들이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공격하고 그들에 대한 보호를 철회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이러한 커뮤니티를 위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이나 학습자 허가증, 비운전자 신분증을 소지한 뉴욕 시민은 사진 ID의 

성별 표시를 'M'이나 'F'에서 'X'로 변경할 수 있으며, NYS 사진 ID를 처음 신청하는 

시민은 'X'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가 신청서,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면허증(MV-44)을 작성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분증 서류를 변경하기 위해 DMV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지 않은 고객은 2022년 

7월부터 온라인 트랜잭션을 통해 성별 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Brad Hoylm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시민들은 그들의 정부에 

의해 그들이 누구인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성인식법 이전에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여행, 

취업, 심지어 학교에 갈 때 필요한 신분증을 얻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TGNB 활동가들의 노력 덕분에 GRA가 발효되는 6월 24일, 모든 

성 비합치자,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그리고 이성간 뉴욕 시민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분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사회의 요구를 

존중하고 중시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퀴어, 특히 

트랜스젠더 젊은이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나라 전역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 Schroeder DMV 커미셔너, 그리고 이 중요한 법의 시행을 감독해 준 

제국인권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람다 법률 선임 변호사인 Carl Charl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뉴욕 주에서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성 비합치자들을 위한 생존 평등 투쟁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Sander Saba를 대신해서 람다 법률 사무소의 노력 덕분에 그리고 성인식법의 제정 

덕분에, 뉴욕주는 마침내 차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에 대한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성 비합치자 뉴욕 시민들은 이제 뉴욕에서의 일상 

생활에 중요한 정확하고, 국가가 발행한 신원 문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 오늘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우리는 뉴욕의 Mx. 

Sander Saba, 논바이너리 및 트랜스젠더 옹호자, 그리고 우리의 법률 회사 프로보노 

파트너인 O'Melveny Myers LLP을 비롯해 오늘을 가능하게 해 준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는 또한 Hochul 주지사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뉴욕 시민들을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mv.ny.gov%2Fforms%2Fmv44.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ac13cfe89d44881817608da3ffbbc9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64795850448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mNOArnRztj7k967ZYIFoRb7cGjE0lRTUfzQ4ZnD1F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mv.ny.gov%2Fforms%2Fmv44.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ac13cfe89d44881817608da3ffbbc9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64795850448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mNOArnRztj7k967ZYIFoRb7cGjE0lRTUfzQ4ZnD1FM%3D&reserved=0


위해 상황을 바꾸어준 뉴욕 자동차부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고인 Sander Sab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다른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뉴욕 시민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존엄성을 가지고, 국가가 발행한 정확한 신분증 덕분에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법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 

없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원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발표는 성소수자의 평등을 위해 싸우고 2023년 제정된 주정부 예산을 확보한 

Hochul 주지사의 주요 발표의 일환입니다. 주정부 예산에는 보건부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1,350만 달러와 연간 성소수자 의료 및 인적 서비스 기금을 

두 배 이상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 예산안에는 성별 또는 성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주 양식에 개인에게 성별 또는 성을 논 바이너리 'X'로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을 주 기관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포함됩니다. 기관들은 또한 데이터 

수집 시 해당 정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정 예산은 또한 트랜스젠더 뉴욕 시민들이 

그들의 이전 이름을 남기지 않고 혼인 증명서에 있는 이름이나 성별 지정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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