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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6세와 17세 연령대의 장기, 안구 및 조직 기증 등록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 효력 발표 

 

법안은 전국 장기 기증자의 날인 내일부터 뉴욕에서 효력 발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6세와 17세의 뉴욕주 장기 기증 등록소(New York 

State Donate Life Registry) 가입을 승인하는 법안이 전국 장기 기증자의 날(National 

Organ Donor Day)인 내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새 법안은 이 

연령대의 사람들이 최초의 운전면허증, 운전 연습 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 신청과 

동시에 등록소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뉴욕의 등록자 수를 대폭 늘리게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우리주의 장기 기증 등록자 수를 

늘리고 더 많은 뉴욕시민이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행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균형된 조치입니다. 이 법으로 우리는 더 강하고 건강한 뉴욕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8월에 Cuomo 주지사는 16세와 17세의 장기 기증 동의서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하여 등록자 가입률을 높이도록 완전히 새로운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 등록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새 법안에는 미성년자가 18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그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장기 기증 등록소는 사망 후 장기 기증에 동의한 개인을 등록하는 비밀보장이 된 

컴퓨터화 시스템입니다. 주 법에 따라 등록소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장기 조달 기관 

혹은 허가받은 안구 및 조직 은행에서만 접속하여 개인이 사망 후 기증 상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 등록은 개인의 의료 보험 또는 장례 절차에 영향이 없으며 기증자 

가족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A.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민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생명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장기 기증 등록 선호를 늘리고 

기증자 등록을 어느 때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장기 기증이 필요한 사람들의 

비극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게 합니다. 저는 모든 뉴욕시민이 오늘부터 나서서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legislation-authorizing-teens-make-organ-donations
https://apps.health.ny.gov/professionals/patients/donation/organ/DonorRegistration.action


기증자로 등록하기를 권합니다.”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부청장 Terri E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MV는 뉴욕주 장기 기증 등록소의 등록 범위를 넓히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장기 기증자로 되는 것은 사후에도 모든 것을 남들한테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새로운 법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개선하는 데 거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DMV는 사무현장과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 중요하고 엄청난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상원의원 Kemp Hann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기 기증자 등록수를 늘리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입니다. 이 중요한 법안의 입법에 서명함으로써 뉴욕 주 전역의 16세 및 

17세의 연령대가 장기 기능이라는 용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신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의 선물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현실속에서 새로운 

법의 구현은 뉴욕주의 장기 기증 등록소의 기증자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원 보조 대변인 Felix W. Orti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600명가량의 뉴욕 시민이 

장기이식 대기 중에 사망합니다. 새로운 법은 많은 사람이 시간을 내서 장기 기증을 

통하여 생명을 살릴 기회를 고려해 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10,000명의 

뉴욕시민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이때, 주정부는 반드시 모든 권한을 이용하여 장기 

기증자 등록을 늘려야 합니다. 등록소 가입은 생명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12년에 DMV와 주 보건부는 MyDMV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뉴욕주 장기 기증 

등록소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온라인 가입 절차에서 기증하려는 

사람은 그들의 생년월일, 우편번호 및 사회보장(Social Security)번호의 마지막 4자리 

숫자를 포함하여, 운전면허증 혹은 비운전자 신분증과 같은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와 통제를 통하여 진실성, 완전성, 보안성 및 

기밀성을 보장합니다. 뉴욕주의 장기 기증 등록자로 되려면 신청자는 운전면허증 혹은 

비운전 신분증 카드를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장기 기증 선택란에 서명하면 

됩니다.  

 

이밖에 뉴욕주 보건부 웹사이트 http://www.health.ny.gov/donatelife 혹은 선거인 등록 

신청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건부는 등록소에 대한 개선 작업을 통하여 소셜 미디어에 연결한 완벽한 웹 기반 등록 

절차로 더 많은 잠재적 등록자를 유치하고 등록자가 자신의 친인과 가족들의 참여를 

격려할 수 있게 합니다. 주정부는 또한 장기 기증의 수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새로운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여 다양한 등록 기회의 가능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등록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dmv.ny.gov/more-info/register-become-organ-eye-or-tissue-donor
https://dmv.ny.gov/driver-license/looking-license-permit-id-card-information
https://dmv.ny.gov/driver-license/renew-license
https://www.health.ny.gov/professionals/patients/donation/organ/
http://www.elections.ny.gov/NYSBOE/download/voting/voteform.pdf
http://www.elections.ny.gov/NYSBOE/download/voting/voteform.pdf
http://www.health.ny.gov/professionals/patients/donation/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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