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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유권자 등록 기회의 확대를 위한 행정 조치 발동  

 

일반 주민들에게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유권자 등록 서류를 제공할 것을 모든 주정부 

기관들에 지시하는 행정명령  

 

SUNY 및 CUNY에는 법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학생 유권자 등록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실행을 명령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는 모든 갱신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유권자 등록 홍보 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의 유권자 등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연방정부가 투표 접근성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우려스러운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발표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투표 절차를 가능한 한 쉽게 만들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참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와 외세가 미국 

민주주의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저는 모든 뉴욕 주민의 유권자 등록 수단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의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조기 투표와 당일 등록을 

비롯하여 뉴욕주 전역에서 모든 사람들의 투표 접근성을 확대하는 입법 개혁을 위한 

싸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든 사회보장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이든 

선거 절차를 위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에는 어떠한 인위적 장벽도 없어야 합니다.”  

 

주정부 산하 기관에 유권자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행정 명령 하달  

 

Cuomo 주지사는 유권자 등록 서식을 준비하고 작성 시 도움을 제공할 것을 모든 주정부 

기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 169호 (Executive Order #169)에 서명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Executive_Order_169.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Letter_to_SUNY_and_CUNY.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Executive_Order_169.pdf


현행 뉴욕주 법률과 연방법에 따라, 유권자 등록 서식은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와 일부 사회복지기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직종 면허 발급, 

레크레이션 활동 및 기타 경로를 통해 일반 대중과 접촉하는 주정부 산하의 모든 

기관으로 유권자 등록 서식 준비 범위를 확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기관에서는 연락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우편 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유권자 등록 서식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모든 유권자 등록 활동은 초당파적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Alphonso David 주지사 자문위원과 Jamie Rubin 내무국장(Director of 

State Operations)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의 커미셔너들로 구성된 주정부기관 

유권자등록대책위(State Agency Voter Registration Task Force)를 설치했습니다. 이 

대책위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주정부기관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의 집행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또한 이번 행정명령에 제시된 개혁 조치를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시행할 

방법과, 현재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설치된 것과 유사한 안전한 

온라인 투표 등록 시스템을 더 많은 주정부 기관에 확대 설치할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뉴욕주립대(SUNY) 및 시립대(CUNY)의 학내 유권자 등록 조사  

 

Cuomo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공립 대학교에 다니는 젊은 유권자들의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조치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학내 유권자 등록 

관행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할 것을 뉴욕주립대(SUNY)와 뉴욕시립대(CUNY)에 

지시했습니다.  

 

주정부 법에 따르면 뉴욕주립대(SUNY)와 뉴욕시립대(CUNY) 캠퍼스에서는 매년 개강 

시점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1월에 모든 학생들에게 유권자 등록 서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방법 역시 이 교육기관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권자 등록 기회는 물론, 학내 

장애학생지원처(Disabled Student Service)를 통해 등록 서류 작성 과정에 도움을 주도록 

규정해왔습니다.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주 소재 여러 공립대학교의 유권자 

등록률이 전국의 여타 고등교육기관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주지사는 뉴욕주립대(SUNY)와 뉴욕시립대(CUNY)에 이처럼 저조한 등록률에 대한 

조사 실시와, 학생들에게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교육하고 학교 관리자들이 해당 법에 

따른 의무를 확실히 이행토록 할 실행 계획의 수립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Letter_to_SUNY_and_CUNY.pdf


젊은 뉴욕 주민들이 자신의 마땅한 권리인 유권자 등록 기회를 확실히 제공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부(DMV) 온라인 등록 홍보  

 

또한 Cuomo 주지사는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면허증, 신분증 및 차량 등록증 등의 갱신 안내 이메일에 DMV의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 관한 정보를 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DMV의 

웹사이트에 쉽고 편리한 전자식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음을 시민들에게 

최대한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2년 첫 가동 이후 이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유권자 등록 신청 건수는 생애 최초 투표자로 자진 기재한 

43만 886건을 포함하여 92만 1922건을 넘었습니다.  

 

민주주의 프로젝트(The Democracy Project)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투표 시스템을 더욱 현대화하고 개혁하기 위한 

종합적 입법안인 “민주주의 프로젝트(The Democracy Project)”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입법안에는 뉴욕주 전역의 조기 투표 허용, 당일 유권자 등록 합법화, 자동 유권자 

등록 실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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