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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대리모 합법화를 위한 '사랑으로 가족을(LOVE MAKES A FAMILY)' 

캠페인 시작  

  

주지사는 예산 제안을 통해 대리모 계약 조건 및 대리모 권리법(Surrogates Bill of 

Rights)을 신설하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부모 및 대리모 보호를 제공  

  

또한, 법안은 '두 번째 부모 입양(Second Parent Adoption)' 절차를 간소화하여 가족을 

이루는 뉴욕 주민을 위해 구식 장벽을 제거하고 상식적 보호를 확대  

  

주지사는 다양한 '사랑으로 가족을' 캠페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예산 제안을 위한 지원 

조직 및 구성을 지원  

  

 신청서, 신규 웹사이트, 동영상 인터뷰 등 시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대리모 합법화를 비롯해 임신 문제로 가족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라응로 가족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사랑으로 가족을 협의체(Love Makes a Family Council) 

창설을 비롯해, 뉴욕 주민들이 주지사의 제안에 찬성할 수 있는 청원서, 새로운 캠페인 

웹사이트, 동영상 인터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제안은 주지사의 2020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0 Executive Budget)에서 처음으로 추진되었으며, 주지사의 2020 

시정방침(State of the State) 및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의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결혼 평등법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정부이며, 우리는 성소수자 권리 문제에서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가족을 만드는 데 대리모 제도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단 세 개의 주 중 하나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낙후된 법은 우리의 가치에 

반하며, 우리는 이를 완전히 철폐하는 한편, 대리모를 비롯해 대리모 제도를 선택한 

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제정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반드시 대리모를 허용하고 결혼 및 가족 평등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부모 입양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https://now.ny.gov/page/s/add-your-name-legalize-gestational-surrogacy
https://www.governor.ny.gov/programs/legalize-gestational-surrogacy
https://youtu.be/8aD-cTDGk7g
https://now.ny.gov/page/s/add-your-name-legalize-gestational-surrogacy
https://www.governor.ny.gov/programs/legalize-gestational-surrogacy
https://youtu.be/8aD-cTDGk7g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가족을 시작하고 키울 

수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가져야만 합니다. 뉴욕은 결혼 평등과 성소수자 지역사회를 

위한 권리와 보호를 확립하는 길을 선도했습니다. 대리모를 합법화하여 임신으로 

고통받는 성소수자 커플을 포함한 모든 부부를 도와야 하는 일이 오랫동안 

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리인과 부모를 위한 강력한 보호를 위해 투쟁하고, 모든 

사람의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주 전역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ndy Coh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저의 삶을 살기 위해 몇 년 전 

뉴욕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족을 만들기 위해 뉴욕을 떠나야 했습니다. 뉴욕은 

오랫동안 여성과 성소수자 지역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구자였으며, 이제 아동-학부모 

안전법(Child-Parent Security Act)을 통과시켜 그 전통을 이어갈 때입니다. 사랑으로 

가족을 캠페인을 통해, Cuomo 주지사는 현재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Michelle Buteau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리모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이미 너무 많은 일을 겪은 여성들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리모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가족이 만들어지든, 사랑이 가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걸스 후 코드(Girls Who Code)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Reshma Saujan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대리모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차라리 아무 것도 없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제 뉴욕주가 아동 

안전법을 통과시킬 때입니다. 우리의 가족, 대리모, 자녀들은 현대화된 가정법의 완벽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뉴욕 여성 변호사협회(New York Women's Bar Association)의 Alexis Cir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임 문제를 가진 여성들이 대리모를 이용하려면 주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것은 거의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대리모는 많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하게 규율을 받는 제도로, 임신 문제를 겪는 부부가 아이를 이 세상에 데려와서 

자신의 가족을 만들 수 있게 돕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대리모 제도를 합법화함으로써 

수많은 가정을 돕겠다는 주지사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중요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주지자께 감사드립니다."  

  

칙 미션 주식회사(The Chick Mission, Inc.)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Amanda Ric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칙 미션은 2020년 뉴욕주에서 대리모 합법화를 새롭게 추진해주신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임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암 

생존자들에게 대리모 제도는 아이를 세상에 데려올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뉴욕에서 대리모 합법화를 추진하는 주지사를 지원합니다."  



 

 

  

입양 아카데미 및 임신 지원 변호사회(Academy of Adoption and Assisted 

Reproduction Attorneys)의 Denise Seidel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임 문제를 

겪는 뉴욕의 가족들은 전국을 여행하지 않고도 자신의 가족을 안전하게 만들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을 만들 수 있는 뉴욕 주민들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우리 

뉴욕주의 낙후된 법을 고치는 것은 예전에 했었어만 하는 과제이며, 저는 지속적으로 

대리모 합법화를 지원하고 의료 기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을 이해 뉴욕주의 부모법을 

업데이트 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센터(The Lesbian, Gay, Bisexual & 

Transgender Community Center)의 Glennda Testone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수자 뉴욕 주민들은 다른 많은 주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대리모를 통해 

임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계속 싸워야만 합니다. 뉴욕주는 다른 많은 뉴욕 

주민들처럼 단순히 가족을 갖고 싶어하는 성소수자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전국을 이끌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제안은 주지사가 계속 

성소수자의 평등 문제 해결의 책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뉴욕 성소수 변호사협회(LGBT Bar Association of New York) Kristen Prata Browde 

이사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임 문제를 겪는 성소수자 뉴욕 주민들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대리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러하듯이, 주지사도 이 상징적인 법안이 뉴욕에서 제정되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리졸브: 전국 불임 협회(RESOLVE: The National Infertility Association)의 Risa 

Levi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리모의 도움을 받기 위해 뉴욕주 밖으로 가야한다는 

사실을 제외해도, 불임은 충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뉴욕의 낙후된 법을 뒤집고 

불임 부부가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입니다."  

  

가족 평등 위원회(Family Equality Council) Stan J. Sloan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가족을 가질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리모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여성과 성소수자 뉴욕 주민들에게 입법자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낙후된 법 때문에 이 권리를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보의 지지자인 주지사께 감사드리며, 대리모 금지 조치의 철폐를 위해 계속 주지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족을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Andy Cohen, 브라보 티브이(Bravo TV) 프로듀서 겸 호스트  

• Michelle Buteau, 스탠드업 코메디언, 배우, 팟캐스트 진행자  

• Reshma Saujani, 걸스 후 코드(Girls Who Code)  



 

 

• Alexis Cirel, 뉴욕 여성 변호사협회(New York Women's Bar Association)  

• Amanda Rice, 더 칙 미션 주식회사(The Chick Mission, Inc.)  

• Brian Esser, 이퀄리티 뉴욕(Equality New York)  

• Cathy Sakimura, 국립 레즈비언 권리 센터(National Center for Lesbian Rights)  

• Christine Quinn, 윈(WIN)  

• Cynara Charles-Pierre, 부모  

• Cynthia Dames, 뉴 프라이드 어젠다(New Pride Agenda)  

• Denise Seidelman, 입양 아카데미 및 임신 지원 변호사회(Academy of Adoption 

and Assisted Reproduction Attorneys)  

• Glennda Testone, 성소수자 센터(LGBT Center)  

• Guillermo Chacon, 라틴계 에이즈 위원회(Latino Commission on AIDS)  

• Kelsey Louie, 게이 맨스 헬스 크라이시스(Gay Men's Health Crisis)  

• Kiara St. James, 뉴욕 트랜스젠더 지원그룹(New York Transgender Advocacy 

Group)  

• Kristen Prata Browde, 뉴욕 성소수자 변호사협회(LGBT Bar Association of New 

York)  

• Risa Levine, 리졸브: 국립 불입 협회(RESOLVE: The National Infertility 

Association)  

• Richard Grazi, 미국 불임 약물 협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 Rod Townsend, 뉴욕시 스톤월 민주당원회(Stonewall Democrats of NYC)  

• Ron Poole-Dayan, 멘 해빙 베이비즈(Men Having Babies)  

• Rose Christ, 뉴욕시 스톤월 민주당원회(Stonewall Democrats of NYC)  

• Stan Sloan, 가족 평등 위원회(Family Equality Council)  

  

현재의 뉴욕 법은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학 재생산술을 사용하여 아이를 

임신하는 부모들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안겨줍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은 대리모와 

부모를 위한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고 "두 번째 부모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식 장벽을 제거하고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뉴욕 주민들을 위한 상식적인 

보호를 확대합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모에 대한 뉴욕주의 해로운 금지를 제거. 현행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 

대리모 행위는 벌금으로 처벌되며, 비용을 내지 않은 대리인 계약은 집행할 수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음.  

• 대리모 권리법(Surrogates' Bill of Rights)을 작성하여 대리모를 위한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고, 임신 종료 또는 지속 여부를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리모의 권리를 보장하며, 대리모가 포괄적인 의료 



 

 

보험과 선택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은 모두 

의뢰한 부모가 지불.  

• 인공 수정 및 난자 공여와 같은 의학 재생산술로 잉태된 아이의 부모를 위한 법적 

보호를 제정.  

• 절차의 모든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모 계약에 대한 기준을 수립.  

• "두 번째 부모 입양(Second Parent Adoption)"을 위한 부담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장벽을 없애고, 아이를 임신한 동안 법정 부모임을 인정하기 위해 법원을 한 

번 방문해야 함  

  

대리모 합법화  

Cuomo 주지사는 오랫동안 성소수자 개인의 권리를 옹호해 왔으며, 모든 뉴욕 주민이 이 

주에서 가정을 시작하고 양육할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대리모는 

성소수자 커플과 불임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임신 지원이라는 의료적 도움을 받아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뉴욕주 주법은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재생산 기술을 통해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 법적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지 못합니다. 다른 47개 주에서는 대리모를 허용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금지를 해제하는 법안을 다시 한번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 입양(Second Parent Adoption)" 간소화  

"두 번째 부모 입양"으로 알려진 법적 절차는 현재 파트너의 생물학적 자녀를 입양하려 

하는 개인, 특히 동성 커플을 구식 장벽으로 가로막습니다.  

  

이 절차는 약 일 년이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 법원 수수료 및 사회 복지사의 의무적인 

가정 방문 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5,0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한 부모는 

또한 자신의 위치와 급여를 나타내는 편지, 일차 진료의의 편지, 자녀의 건강이 

양호하다는 소아과 의사의 편지, 신청 부모가 지난 28년간 살았던 모든 거주지의 목록 및 

관련 금융정보, 배경 검사에 대한 지문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법안은 아이를 임신한 동안 법원에 한 번 방문하여 법적 부모의 지지를 

인정함으로써 이 과정을 단순화하고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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