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예비 선거에서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등록 변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법안에 서명  

  

2월 14일까지의 정당 등록 또는 신규 등록은 즉시 적용될 예정  

  

Cuomo 주지사: "연방 정부는 전국 유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할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고 

있지만, 뉴욕주는 투표권에 대한 장벽을 더 허물고 더 많은 사람이 이 근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기념비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뉴욕 주민들은 대통령, 의회 및 주 예비 선거에서 목소리를 더 쉽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뉴욕 선거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접근을 늘리기 위한 뉴욕주의 수많은 

개혁에 기초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정당 등록 변경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S.6532A/A.8228B)에 서명하였습니다.이로써 유권자들이 다가오는 예비 선거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당 등록 변경이 11월 총선 이후에 

적용되었으며, 유권자들은 변경 사항이 적용되기까지 1년 동안 

기다려야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10월 11일인 마감일을 없애 유권자들이 2월 14일까지 

정당 등록을 변경하고 4월의 대통령 예비선거 및 6월의 의회 및 주 예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변경 사항은 즉시 발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전국 유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할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고 있지만, 뉴욕주는 투표권에 대한 장벽을 더 허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기념비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뉴욕 주민들이 대통령, 의회 및 주 예비 선거에서 목소리를 

더 쉽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뉴욕 선거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접근을 늘리기 

위한 뉴욕주의 수많은 개혁에 기반합니다."  

  

Brian Kavanagh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정한 변화로 인해 

우리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자신이 선택한 정당에 가입하여 예비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을 줄이고 있습니다. 극도로 제한적인 정당 등록법을 개혁하기 위해 10년간 

노력한 저는 우리가 올해 이미 제정한 많은 법들에 이 유권자 친화적인 개혁을 더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 법안은 투표권을 보호하고 확대하며 뉴욕의 선거법을 국내 

최고의 법으로 만듭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대표, Zellnor Myrie 상원 선거 위원회 



 

 

위원장, Carl Heastie 의장, 본 법안을 발의해주신 Jonathan Jacobson 의원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하고 강력한 개혁을 계속 진행하시는 Andrew 

Cuomo 주지사께도 감사드립니다."  

  

Jonathan Jacob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간단하고 쉬워야 합니다. 

올해 세션에서 입법부는 사전 투표를 포함하여 많은 중요한 투표 개혁을 

통과시켰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오늘 서명한 법안은 유권자들이 정당 등록을 

변경하는 시간을 극적으로 연장합니다. 유권자들은 이제 대통령 예비선거 10주 전까지 

등록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고 뉴욕주 유권자의 권리를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신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유권자가 2월 14일 이후에 등록을 변경하면 다음 6월 예비선거 7일 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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