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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즉 배포용: 2012년 8월 16일 

CUOMO 주지사, 유권자 등록 방식 확대를 위한 개혁 발표 

 

더욱 효율적인 새 방식에 온라인 유권자 등록, 지원서 전자 전송 및 외국어 지원 옵션 확대 포함 

 

Andrew M.  Cuomo 지사는 사상 처음으로 뉴요커들이 보안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투표 등록 

신청 또는 주소 또는 당 등록 업데이트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유권자 등록 방식을 확대하고 

DMV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새롭고 전면적인 계획을 오늘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뉴요커들의 민주 절차 참여를 가로막아 왔던 오래된 장벽을 허물면서 

한편으로는 납세자 돈을 절약할 더욱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요커들은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DMV에서 

또는 자신의 집에서 편리하고 보안된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Cuomo 지사께서는 자동차부에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재검토하여 대중이 더욱 접근 

가능한 정부를 만들 방법을 찾도록 요구하였습니다”라고 DMV 부장 Barbara J. Fiala는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서류 신청 탈피 및 기술 이용으로 말미암아 효율성이 

향상되고 비용이 절약되며 뉴욕주 주민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는 유자격 주민의 64% 미만이 투표를 위한 등록을 하여 유권자 등록에서 전국 

제47위입니다.  

 

DMV는 일년에 약 300,000건의 자동차 유권자 신청을 처리합니다. 이것은 현재 성가시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수작업 절차입니다. 즉, 운전자가 129개 DMV 지점 중 한 곳에서 종이 

양식을 작성하면 손으로 분류된 다음 카운티 선거위원회 중 한 곳으로 우송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사람의 오류 및 지체를 불러일으키고 일부 경우 신청서가 처리 누락되기 쉽습니다.  

 

새 시스템은 대부분의 종이 양식을 대체하고 유권자 등록 신청서의 중앙집중 및 디지털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첨부된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에 설명된 새 프로그램에 의거, 등록하거나 또는 자신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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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당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DMV의 “MyDMV” 웹 사이트 https://my.dmv.ny.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MyDMV는 

사용자가 생년월일, 사회보장 번호, 주소 및 면허 서류 번호 같은 개인 정보 확인을 통해 

검증되는 안전한 온라인 계정을 생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자가 자격이 있으려면 

DMV 사무소에서 엄격한 직접 신분 증명 절차 후에 발급되는 유효한 뉴욕주 면허 또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현재 700,000명 이상의 뉴요커들이 MyDMV 계정을 갖고 

있는데 그 숫자는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DMV 장소에서 전산화된 새로운 전자 데이터 입력 기기(즉 VeriFone). 모든 DMV 

사무소의 새 전자 터미널을 통해 등록자는 종이 양식을 작성하지 않고 스스로 

전자식으로 투표 등록 신청하거나 자신의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처리는 DMV 직원의 감독을 받으며 현제도와 같은 보안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기도 DMV 업무를 위한 신용카드 처리를 취급하도록 구비됩니다.  

이 새로운 신청에는 운전자에게 면허증이 발급될 때 그들이 DMV에 제공하는 유권자의 “원본” 

서명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의 “원본” 서명의 디지털 복사를 포함합니다. 카운티 BOE에 

전송되는 서명은 DMV 발급 면허증에 나타나는 그들의 서명과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면 신청서가 XML 파일 및 pdf를 통해 카운티 선거위원회로 전자 

전송될 것입니다. 이는 종종 “자동화된” 등록으로 불리는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카운티 

선거위원회는 현재 종이 신청서 처리가 요구되는 수작업 데이터 입력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DMV는 전자적으로 캡처된 디지털화된 서명의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인쇄하여 

현재의 중앙 Albany 사무소로부터 카운티 선거위원회로 우송할 것입니다. 이는 DMV의 일괄 

처리 및 지역 사무소에서의 우송이 크게 줄어들어 비용이 감축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카운티 

선거위원회는 하루에 한 번 서류를 받기 때문에 처리, 추적 및 스캔하기 쉬울 것입니다. 

 

온라인 자동화 DMV 등록으로 유권자 등록율 증가  

• NYU 로스쿨의 Brennan 정의센터에 의하면, 14개주, 즉,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인디아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네바다, 오레곤, 유타 및 워싱턴주가 현재 또는 곧 온라인 유권자 등록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리조나주가 온라인 자동화 등록을 도입한 이후 18-24세 시민들 사이의 등록율이 

28%에서 53%로 상승하였습니다. 

아리조나주의 온라인 등록 제도에 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불균형적으로 젊은층과 

소수민족 유권자들이 온라인으로 등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my.dmv.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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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에서 등록이 자동화된 후에 DMV 유권자 등록은 워싱턴 및 캔자스주의 경우 

거의 배가 되었고 사우스다코타주의 경우 7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온라인 자동화 DMV 등록으로 인한 비용 절약  

아리조나 및 델라웨어주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동화 온라인 유권자 등록으로 DMV 및 

카운티 정부들이 비용을 크게 절약함이 밝혀졌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DMV만의 비용 절약이 적어도 년 $270,000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받도록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래밍되면 카운티 

선거위원회의 추가 절약액은 적어도 년 $150,000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동화된 유권자 등록이 더욱 정확  

자동화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채택한 주들의 관리들은 무종이 등록이 종이 

양식보다 오류를 덜 낳고 사기 기회를 줄인다고 일관되게 말합니다. 아리조나주 

Maricopa 카운티에서의 불완전 부정확한 등록에 대한 2009년 설문조사에서 전자식 

유권자 등록이 종이 기반 등록보다 오류 가능성이 5배나 더 작음이 밝혀졌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위한 외국어 방식 확대  

오늘부터 DMV는 운전면허 신청서(유권자 등록 신청서 포함)를 온라인으로 그리고 

DMV의 뉴욕시 사무소에서는 중국어, 한국어 및 벵골어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전에 

신청서는 스페인어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한 번역된 양식이 있음을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러한 사무소에는 고지문도 게시될 것입니다. 

뉴욕주 전역의 각 DMV 사무소에 있는 Verifone 터미널은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유권자 등록서도 제공할 것입니다.  

Orange 카운티 선거 커미셔너 Susan Bahr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DMV의 새 유권자 

등록 전송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무소는 업무를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규명을 

위해 유권자에게 연락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질 것이며, 우리 사무소의 종이 처리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전자식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 본인은 

이 실무 관계를 지속하기 원합니다. 이는 DMV와 카운티 선거위원회 모두를 위해 훌륭한 

조치입니다.” 

 

Saratoga 카운티 선거 커미셔너 William Frucc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데이터의 전자식 교환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제한된 

시간 제약하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프로세스는 자동차부의 유권자 정보를 

카운티 선거위원회로 더욱 적시에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Madison 카운티 선거 커미셔너 Laura Costell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새 DMV 시스템이 

생성하는 유권자 등록 및 이사 정보의 전송은 이전의 문서에 비해 긍정적인 개선입니다. 이 

등록 형식은 뉴욕주 유권자 등록 양식 및 정보가 읽을 수 있고 완전함을 반영합니다. 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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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시간 효율적이고 보안적임을 약속합니다.” 

 

Erie 카운티 선거 커미셔너 Dennis War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rie 카운티 

선거위원회는 새로운 뉴욕주 DMV 유권자 등록 신청 시스템의 사용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직원 시간과 납세자 달러를 절약하게 될 커다란 기술적 진보임을 확신합니다. 동시에, 

내장된 보호 장치는 투표 시스템을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방침을 지속하면서 연방법인 '미국을 

위한 투표법(Help America Vote Act)'의 유권자 식별 요건도 충족할 것입니다. 매일 전송으로 

신청서를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타이핑된 등록서는 처리가 더 용이하여 오류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한 주 자동차부에 감사합니다.” 

 

Brennan 정의센터의 프로그램 담당 부소장인 John Kowa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혁신적 선거 개혁이라면 미국을 리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전국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등록할 수 있는 옵션을 더 많이 

만들고 그들을 명부에 올림으로써 실제적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유사 프로그램을 도입한 

일부 주들의 경우 DMV를 통한 유권자 등록이 최고 8배 증가하였고 수 십만 달러가 

절약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고 뉴욕주를 위해 중요합니다.” 

 

Public Policy and Advocacy의 디렉터인 Alex Camard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itizens Union은 뉴요커를 위해 유권자 등록을 더 쉽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진보를 

이룩한 Cuomo 지사, 주 선거위원회 및 자동차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너무 오랫동안 뉴욕주는 

우리 민주주의 참여를 감소시키면서 납세자 비용만 증가시키는 구식의 성가신 종이 기반 

유권자 등록 형식을 실시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개혁은 뉴요커들이 온라인으로 또는 

DMV에서 직접 전자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절차를 현대화하고 용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그들이 섬기는 주민들에게 등록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주 기관들을 위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여성유권자연맹 총재인 Sally Robin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망 유권자들을 

보안된 MyDMV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시킬 수 있게 되어 뉴욕주는 온라인 유권자 

등록의 전국적인 리더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 유권자 등록으로 비용이 절약되고 

정확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편의도 크게 좋아질 것입니다. 종이 의존도가 크게 

줄어든 세상에서   뉴욕주가 무종이 유권자 등록으로 나아가는 것은 납세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유권자 등록을 전자식으로 수집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같은 형식으로 

선거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예산이 절약되고 유권자 명부의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주들의 경험에서 명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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