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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결혼 평등법(MARRIAGE EQUALITY ACT)에 따라 법을 개정하는 법안 

법안에 서명  

  

동성 결혼을 인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및 권한, 신탁법(Estates, Powers and Trusts 

Law), 검인 후견 재판소 절차법(Surrogate's Court Procedure Act) 등의 용어를 

업데이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결혼 평등법(Marriage Equality Act)에 따라 부동산 계획 및 

검인 후견 재판소 절차에 대한 법을 개정하는 법안(S.300/A.5604)에 서명했습니다. 

2011년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결혼 평등법(Marriage Equality Act)은 동성 및 이성 

커플의 결혼을 법에 따라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남편/아내"와 같은 문구를 제거하고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와 같은 동성 

결혼과 이성성 결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문구로 대체하여 동성 결혼을 인정하도록 

부동산 및 권한, 신탁법(Estates, Powers and Trusts Law)의 용어를 교체합니다. 검인 

후견 재판소 절차법(Surrogate's Court Procedure Act)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문구가 갱신되어 동성 및 이성 부모를 인정하는 "부모"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평등은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의 

존엄과 존중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뉴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전문적인가에 상관없이 모든 법의 내용이 

때때로 어떤 가정은 두 명의 아버지를, 혹은 두 명의 어머니를, 혹은 두 명의 남편을, 혹은 

두 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양성을 기념합니다." 

  

브래드 호일만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rad Hoylm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법안(S.300/A.5604)에 서명함으로써, Andrew Cuomo 주지사와 뉴욕 

주 의회는 결혼 평등에 관한 역사적인 리더십을 재확인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이 

법안을 고려하는 데 8년이 걸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Andrea Stewart-

Cousins 상원 다수당 대표 덕분에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에 대한 공정성과 품위의 

문제는 이제 우리 상원의 우선 관심 사항이 되었습니다. 상원에서 유일하게 성정체성을 

공개한 성소수자(LGBTQ)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주신 Cuomo 주지사를 비롯해, Stewart-Cousins 다수당 대표, 상원 동료의원, 에게 



 

 

우리 지역사회, 하원에서 지지를 보내주신 Daniel O'Donnell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주지사가 2011년에 서명한, 제 남편과 저같은 커플이 법에 따라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Daniel J. O'Donnel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의 서명에 따라 제 

남편과 저는 마침내 뉴욕주에서 동성 부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7년전 우리가 

결혼했을 때 John과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면허증으로 제가 아내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었다면 재밌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Hoylman 상원의원과 제가 함께 우리 가족, 

그리고 주 전역의 많은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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