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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 뉴욕 자동 유권자 등록법에 서명  

  

주정부 기관은 유권자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더 많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동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 뉴욕 자동 유권자 등록법(New York Automatic 

Voter Registration Act of 2020)(S.8806/A.8280C)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2019년 및 2020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주지사가 제안한 자동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주정부 기관을 지정합니다. 현대화 시스템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뉴욕 주민을 위해 간단한 투표 

등록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빠르게 유권자 등록 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유권자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권은 가장 신성한 민주주의의 기틀이며, 

너무 오랫동안 관료주의적 장애물이 불필요하게 뉴욕 주민의 권리 행사를 막아 

왔습니다. 사전 투표 도입에서 부재자 투표 실시를 위한 필수 개혁 추진까지 뉴욕은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자동 유권자 

등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등록이 가능한 단일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ichael Gianari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이 침해받자, 

뉴욕은 진보의 지도자로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선거 참여는 쉽고 공정해야 

합니다. 자동 유권자 등록(Automatic Voter Registration, AVR)의 시행은 유권자 참여 

독려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백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Latrice M. Walk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기념비적인 선거 개혁 

법안의 가장 큰 지지자 중의 한 명이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의 오래된 유권자 등록 

시스템은 업데이트 및 현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뉴욕은 다른 많은 주와 마찬가지로 

자동 유권자 등록(AVR)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뉴욕이 절망적인 투표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선거 시스템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현대화된 유권자 등록 시스템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으로부터 유권자 등록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최신 



 

 

유권자 등록 목록의 유지 및 유권자 등록 처리에 드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우리의 선거 

과정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저의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획기적인 AVR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뉴욕 주민과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및 기타 주정부 기관은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와 협력하여 기관 및 유권자 등록 신청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이 새로운 단일 신청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서비스 및 유권자 등록 신청 

모두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유권자만 등록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신청자의 

서명과 동의하에 주 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됩니다. 신청자는 또한 정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동의한 변경 사항에 따라 DMV는 2023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은 2024년 운라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는 2025년 온라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은 뉴욕 

주민들이 선거에 등록하기 쉽도록 함으로써 유권자 참여를 저해하는 또 다른 장벽을 

없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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