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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 3월월월월 25일이일이일이일이 대통령대통령대통령대통령 예비선거의예비선거의예비선거의예비선거의 유권자유권자유권자유권자 등록등록등록등록 마감일임을마감일임을마감일임을마감일임을 

알리다알리다알리다알리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등록등록등록등록 서비스로서비스로서비스로서비스로 쉬워진쉬워진쉬워진쉬워진 유권자유권자유권자유권자 등록등록등록등록  
 

2012년에년에년에년에 이이이이 서비스가서비스가서비스가서비스가 개시된개시된개시된개시된 이후이후이후이후 256,000여명의여명의여명의여명의 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 이용했다이용했다이용했다이용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민들에게 다가오는 4월 19일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3월 25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려 하거나 본인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는 뉴욕주민들은 뉴욕주 

자동차부(DMV) 웹사이트에 마련된 뉴욕주 온라인 유권자 등록 서비스를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Cuomo 주지사가 이 시스템을 내놓은 후, 256,600여명의 

뉴욕주민들(이 가운데 80,500명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자동 온라인 시스템인 

MyDMV을 사용하여 유권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뉴욕주 온라인 포털 덕분에 유권자들이 유권자 등록과 민주적인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를 대표할 사람에게 표를 

던지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뉴욕의 모든 

유권자들은 4월 대통령 예비선거일 전에 반드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한 단계만 따르면 안전한 MyDMV 계정에 쉽게 가입하고 정당 등록 또는 

집주소 업데이트와 같은 다양한 기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생성하려면 

뉴욕주 운전자 면허, 허가증 또는 비운전자 ID, SSN의 마지막 네 자리 번호, 운전자 면허, 

허가증 또는 비운전자 ID 기록에 표시된 우편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DMV가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합니다. 뉴욕주민들은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유권자 등록 상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자동차부자동차부자동차부자동차부 실무부청장인실무부청장인실무부청장인실무부청장인 Terri Ega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컴퓨터, 

태블릿 또는 심지어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 부서의 웹사이트에 빠르고 쉽게 로그인하고 

몇 분 내에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DMV는 뉴욕주에서 온라인 

유권자 등록 프로세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등록까지 몇 

분이 소요됩니다. 이번 선거 시즌에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예비선거에서 

투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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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 양식을 제출한 년도의 12월 31일까지 18세가 되어야 합니다(참고: 총선, 대통령 

예비선거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기타 선거일까지 18세가 되어야 합니다). 

• 선거 전 최소 30일 전에 현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 중범죄 혐의로 구속 중이거나 가석방 상태가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금치산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 다른 곳에서도 투표할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 프로세스에 대한 자주묻는질문(FAQs) 목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DMV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dmv.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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