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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주민들에게 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표자 등록 마감일 10월 14일을 

상기시킴 

 

뉴욕주 온라인 등록 서비스가 새로 변경됨에 따라 투표 등록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짐 

 

서비스 개시 이래, DMV 온라인 시스템은 최초 투표자 182,500명을 포함해서, 467,000명 

이상의 투표자 등록 신청을 처리했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다가오는 11월 8일 화요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뉴욕 주민들은 반드시 10월 14일까지 투표 등록을 

해야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투표 등록을 하거나, 자신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뉴욕 주민은 뉴욕주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웹사이트에 있는 주 

온라인 투표자 등록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이러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온라인 투표자 포털은 등록을 그 어느 

때보다 용이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선거일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장애물을 타파하도록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투표 등록을 

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투표권자는 이 새롭게 개선되고, 더욱 더 

편리해진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도록 장려합니다.”  

 

이전에 뉴욕 주민들은 온라인으로 투표하기 위해서 등록하려면 MyDMV 계정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있는 새로운 기능 덕분에, 신청자들은 단순히 DMV 

웹사이트에 있는 투표자 등록 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완료에는 단지 

몇 분만이 소요될 뿐이며, 투표 참가를 위해서 더 이상 MyDMV 계정을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뉴욕주 운전면허증, 허가증 또는 비운전자 

ID에 있는 정보, 자신의 생년월일, 현재 우편번호, 사회보장번호 중 마지막 네 자리 수,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정확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증됩니다. 

 

Cuomo 주지사가 2012년에 MyDMV 자동화 온라인 시스템을 개시한 이래, DMV는 

처음으로 투표하는 투표자 182,500명 이상을 포함해서, 467,000명 이상의 온라인 투표 

등록 신청을 처리했습니다. 

 

DMV 상임부커미셔너 Terri E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DMV에서 신청자가 

MyDMV 계정에 가입할 필요를 없앴으므로, DMV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http://www.elections.ny.gov/VotingDeadlines.html
https://dmv.ny.gov/
https://dmv.ny.gov/more-info/electronic-voter-registration-application
https://dmv.ny.gov/more-info/electronic-voter-registration-application


투표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속하고 용이합니다. 이번 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의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10월 14일 마감일까지 등록하는 

것은 컴퓨터,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에서 우리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만큼 쉽습니다.” 

 

DMV가 투표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이 완료되는 경우, 

DMV는 검토 및 조치를 위해서 투표자 등록 신청서를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 of Elections)에 보냅니다. 처리가 되는 경우, 해당 카운티에서 신청자에게 투표 

등록이 되었다는 점, 또는 신청 완료를 위해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통지할 

것입니다. 추가로, 뉴욕 주민들은 자신의 투표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 등록을 하려는 뉴욕 주민은 반드시 다음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일 것. 

 신청서를 제출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8세 이상일 것(유의사항: 투표하고자 

하는 총선, 예비선거 또는 기타 선거 시행일까지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함). 

 최소한 선거일 전 30일에 자신의 현재 주소에 거주할 것. 

 중범죄로 인해서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상태가 아닐 것. 

 법원에 의해서 정신적 무능력자로 판정받은 상태가 아닐 것. 

 다른 곳에서 투표권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  

DMV를 통한 투표 등록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목록은 DMV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voterlookup.elections.state.ny.us/votersearch.aspx
https://voterlookup.elections.state.ny.us/votersearch.aspx
https://dmv.ny.gov/more-info/motor-voter-faqs-0
https://dmv.ny.gov/more-info/motor-voter-faqs-0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