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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4월 28일을 뉴욕 대통령 예비선거일로 정하는 법안에 서명  

  

입법부에 대통령, 의회 및 주 예비선거를 통합 촉구  

 

통합할 경우, 세금 2,000만 달러 절약 가능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4월 28일을 대통령 예비선거일로 정하는 법안 S-

6374/A08176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의 입장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원법안(Assembly Bill) 6374호와 제출된 제안서의 제목은  

  

"대통령 예비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2020년 전국 정당 컨벤션 또는 전국 

정당 콘퍼런스의 대표 선출, 같은 해 "대통령" 및 "6월" 예비선거, 전국 

정당 콘퍼런스의 대표 선출과 연관된 선거법 개정, 이러한 조항의 만료에 

따른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 입니다.  

   

승인 완료  

  

이 법안은 2020년 4월 28일을 뉴욕의 대통령 예비선거일로 정합니다. 비록저는 

대통령 예비선거의 연초 실시가 뉴욕 주민에게 더 잘 봉사하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믿지만, 저는 특정한 국가의 정치적 현실로 인해 주 의회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서 정연한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여, 그리고 이 법안을 거부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을 우려하여 저는 이 법안에 서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정부라면 주, 지방 의회 예비선거를 대통령 예비선거의 통합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이 더욱 손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조기 투표 통과 및 시행을 위해 투쟁했고 선거일(Election Day)을 휴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주 예비선거를 9월에서 6월로 옮겨 

의회와 주 선거를 같은 날로 통합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다음해의 대통령 예비선거, 

의회 및 주 선거를 같은 날로 통합해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두 개의 예비선거를 

하나는 4월, 하나는 6월에 실시하는 최근의 선례를 철회하게 했습니다 약 8주 

간격으로 예비선거를 두 차례 실시하는 것은 유권자 참여를 줄이고 추가 비용으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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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 달러를 지출하게 합니다. 또한 두 개의 선거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거 이사회(Board of Elections) 시스템에 부담을 줍니다. 뉴욕주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민주적 체제에 참여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예비선거의 

통합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입법부에 1월 개회 시 대통령, 주, 지방 및 의회 예비선거를 4월 

28일로 통합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정치적 

일정의 특정 행정 단계가 시행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지만, 이로 인한 혜택은 이러한 

정치적 불편을 크게 상회합니다.  

  

적어도 15개 이상의 다른 주에는 대통령, 연방 및 주 선거운동을 하나의 통합 

예비선거로 통합하였으며, 이제 뉴욕이 함께 할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뉴욕은 

선거법과 유권자 접근성 측면에서 미국의 다른 곳보다 뒤쳐져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투표를 어렵지 않게, 더욱 손쉽게 만들 정부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세자의 돈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덜 써야 합니다. 저는 그 목표를 1월에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입법부와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이 법안은 승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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