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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부재자 투표권을 보호하고 뉴욕 시민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   

   

법률(S.253A/A.1144A), 표가 분실되거나 기록되지 않도록 보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부재자 투표지를 보호하고 유권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한 표가 표기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뉴욕 시민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법안(S.253A/A.1144A)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주들이 투표권에 장벽을 치고 있는 가운데 

뉴욕은 우리의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만드는 상식적인 개혁을 통해 투표함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표 용지도 한 번의 잘못된 필치로 인해 무효 

처리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명하는 법안은 뉴욕 시민들의 명백한 

투표가 집계되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선거법은 투표자가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공간에만 투표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투표지에 얼룩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얼룩은 

우발적이거나 부주의한 것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투표에서 무효화되어 공공 

정책 혜택 없이 유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유권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경우 표식이나 글 때문에 부재자 투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뉴욕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의 

유효성에 대한 값비싼 법적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부재자 투표와 부재자 투표가 촉진하는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우리 민주주의의 힘을 보존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재자 투표지의 사용은 뉴욕에서 급증했고, 어떤 뉴욕 시민도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사용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Zellnor Myrie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직접 투표하러 가는 

것이 불가능할 때 뉴욕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유권자의 

의도가 모호하지 않게 명백한 경우 어떤 유권자도 표식이나 기타 전문성 때문에 



투표지가 무효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더 많은 표가 개표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Amy Paul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과정과 유권자의 신뢰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유권자의 의도가 존중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안은 유권자의 

의도가 모호하지 않을 때 표식이 있는 부재자 투표지를 집계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재자 

투표를 사용하는 유권자에게 있어 이 법률은 페이지 어딘가에 실수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자신의 투표가 집계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보내 주신 Myrie 주 상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이 

법안에 서명하고, 이를 통해 뉴욕 유권자들에게 완전히 선거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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