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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6,000여 명의 뉴요커들이 새로운 온라인 유권자 등록 웹사이트를 이용한다고 
발표 

근 6,000명의 최초 유권자들이 MyDMV 서비스 사용 

 
Andrew M.  Cuomo지사는 오늘 약 6,000명의 최초 유권자들을 포함한 16,000여명의 뉴요커들이 
차량부의 새로운 온라인 유권자 등록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16일에 발표된 본 캠페인은 DMV 서비스를 효율화함으로써 뉴요커들이 사상 최초로 보안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투표하기 위한 등록을 신청하거나 주소 또는 당 등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6,000여명의 뉴욕 주민들이 이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투표하기 위해 
등록하거나 그들의 주소 또는 당 등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제는 DMV에서 면허 업무를 처리할 때 
고객들은 직불 또는 신용 카드를 쓰기 위해 사용되는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유권자 등록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8월 7일에 시작된 이 절차는 다음 주에 뉴욕주의 모든 DMV 사무소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 새 이니셔티브가 뉴요커들이 적극적인 정부 참여자가 되도록 돕는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옴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발언권을 행사하도록 유권자 등록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뉴욕주는 계속 정부가 더욱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어서 21세기에 주민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https://my.dmv.ny.gov/crm/이며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이 있는 뉴욕 주민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유자격 주민의 64% 미만이 투표를 위한 등록을 하여 유권자 등록에서 전국 
제 47위입니다.  
 
뉴욕주 129개 DMV 사무소의 전자 VeriFone 단말기에서의 디지털화된 유권자 등록 기능도 포함할 
이 새 시스템은 종이 양식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권자 등록 신청서의 디지털 
전송의 중앙화에 일조하게 되고 시스템 오류가 최소화됩니다.   이 조치로 뉴욕주는 일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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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0 이상을 절약하고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BOE)들은 일년에 $350,000 이상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3년에 MyDMV 서비스는 모든 유권자 정보를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 전송하여 
BOE들의 기입 시간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지사실은 현재 다른 “자동차 유권자” 기관들과 협력하여 가능한 경우 특히 비운전자들을 위한 
온라인 등록 옵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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