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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조혼 종식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발표 

 

뉴욕주에서 18세 이하의 사람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서 혼인 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함으로써 조혼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률은 조혼을 방지하고 위반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새로운 법률하에서는, 부모 및 법원의 서면 동의서가 없이 18세 이하의 

사람에 대해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 법률이 매우 오랫동안 

준비되어왔다는 점을 알고 놀랄 것이며, 이 새로운 법률을 통해서, 우리는 조혼을 

종식시키고, 젊은이들에게 발언권을 주며, 미성년자들에게 그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권리와 보호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동을 보호하고, 강제 결혼을 방지하며, 

모두를 위해서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뉴욕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주요한 진전입니다.”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여성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보건, 가족 계획, 교육, 혼인 상태 또는 성적 동의에 관한 결정을 불문하고, 

이번 행정부는 모든 여성의 이익을 증진하고, 착취당하고 불이익 받는 뉴욕 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보장함에 있어서 강력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혼의 종식은 이러한 

목표들이 지속된 것 중 하나입니다.” 

 

현행 법률하에서는, 부모의 허락과 판사의 서면 동의서를 갖추면 14세부터 결혼할 수 

있습니다. 192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현행 법률은, 동의를 해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을 판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뉴욕에서 3,800 이상의 미성년자들이 혼인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전에 혼인하는 어린 여성들은 혼인하지 않은 동년배보다 

고등학교를 중퇴할 확률이 50% 더 높고, 대학을 졸업할 확률은 4배 더 낮습니다. 아울러, 

18세 이전에 혼인한 여성은 높은 정신 및 신체 건강 발달 장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주지사의 법률에는 다음 규정이 포함됩니다.  

 혼인 동의 대상 연령을 18세로 상향  

 17세 미만의 혼인 금지  

 혼인하려는 17세 및 18세 사이의 뉴욕 주민들에 대해서 부모 및 법원의 서면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요구  

 서면 동의서 없이 18세 이하의 사람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추가로, 새로운 법률에는 혼인하려는 17세 및 18세 사이의 뉴욕 주민들에 대해서 

동의해주는 판사들에 대한 지침이 포함됩니다. 

 

서면 동의서를 제공하려면, 판사는 반드시 어느 당사자도 가정폭력 이력이 없고, 해당 

당사자에 대해 발령된 보호 명령이 없으며, 등록된 성 범죄자가 아님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판사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당 미성년자와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미성년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혼인을 하는 것일 것  

 해당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도록 강제받거나, 위협받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강요받은 것이 아닐 것  

 그리고, 혼인이 해당 미성년자의 정신적, 감정적 또는 신체적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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