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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입양인이 18세에 인증된 출생 증명서를 얻을 수 있도록 1월 15일에 

발효되는 새로운 법을 발표  

  

입양인, 그의 직계 후손 또는 합법적인 대리인이 출생증명서의 인증된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는 지금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1월 15일부터 입양인들이 18세가 되면 원래, 

또는 입양 전 출생증명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뉴욕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모든 성인 뉴욕 입양인이 출생 및 생물학적 부모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 새로운 법은 모든 뉴욕 주민에게 원래의 출생 기록을 알 수 있는 제한 없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수년간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을 부정당한 입양인들은 마침내 자신의 

기원, 가족 역사 및 의료적 배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0년 1월 15일부터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뉴욕시 이외의 

뉴욕주에서 태어난 18세 이상의 입양인의 출생증명서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입양인이 

사망한 경우 입양자의 자녀, 손자 또는 증손자와 같은 직계 자손은 입양인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인의 합법적인 대리인 또는 사망한 입양자의 직계 

자손의 합법적인 대리인이 원래의 출생 증명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입양인은 1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출생 증명서를 신청할 것을 권장하며, 이는 가장 

효율적인 신청 방법이며 출생 증명서를 더 빨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신청서는 

우편이나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모든 인증서는 일반 우편으로 발급되며 직접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발급되지 않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뉴욕시를 제외한 모든 뉴욕주에 대한 출생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태어난 입양자는 뉴욕시 보건 및 정신건강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입양인들이 다른 뉴욕 주민들에겐 항상 허가되었던 출생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시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에 맞춰 진행하려 노력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ealth.ny.gov/vital_records/obtaining_birth_certificat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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