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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세스 발표  

  

차량관리부 사무실 방문 없이 고객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변경 가능  

  

LGBTQ+ 커뮤니티 평등 보장을 위한 또 하나의 진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들이 주 전역의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 DMV)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운전면허증, 학습자 허가증 또는 비운전자의 

신분증에 성별 표시로 "X"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프로세스를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DMV 웹사이트에서 성별 표시를 "X"로 변경하여, 빠르고 쉽게 자신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신원 증빙을 가질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에 대한 평등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싸움에서 또 다른 승리를 나타내는 이 역사적인 변화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존중받으며 성적 

정체성이나 표현 방식에 관계 없이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 행정부는 뉴욕 주민에게 신원 증명 서류에 진정한 자신을 기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여 이러한 꿈을 계속 이루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뉴욕은 가치와 

사랑, 소속을 상징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Hochul 주지사의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주지사는 5월 뉴욕 주민들이 주 

전역의 모든 DMV 사무실에서 운전면허증, 학습자 허가증 또는 비운전자의 신분증에 

성별 표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DMV 

방문 신청 절차를 완료할 때 성별을 "X"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가 신청서,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면허증(MV-44)을 작성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Mark J.F. Schroeder 차량관리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이제 자신의 면허증 또는 신분증에 편견에 시달리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하나의 작은 표기일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커다란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뉴욕의 논바이너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transact3.dmv.ny.gov%2FUpdateSexIdentifier%2F%3F_ga%3D2.260370446.2034873159.1659364720-1909586935.1585848312&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c23e36d64a143a937d008da762a327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5222096845060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Skj3bxxvZccORJsRhggHFGnuJ%2B7a8%2BKQGs%2BrhHKw7k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new-yorkers-can-now-choose-x-gender-marker-nys-driver-license-and-id&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c23e36d64a143a937d008da762a327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5222096860640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UhPm5rBqQJ13wnVt7wpsNFuSN%2FVBrACVrLptOCFuSH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mv.ny.gov%2Fforms%2Fmv44.pdf&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c23e36d64a143a937d008da762a327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5222096860640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mhhxOYdkKDyQddRPQKbGH5fTsSFncf26QTVdNITUv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mv.ny.gov%2Fforms%2Fmv44.pdf&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c23e36d64a143a937d008da762a327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5222096860640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mhhxOYdkKDyQddRPQKbGH5fTsSFncf26QTVdNITUvw%3D&reserved=0


새로운 온라인 변경은 LGBTQ+ 커뮤니티 평등 보장을 위한 또 하나의 진전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올해 예산에서 LGBTQ+ 평등 보호를 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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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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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