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20년 9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ANDREW M. CUOMO 주지사, 전국 유권자 등록일에 자격을 갖춘 모든 뉴욕 주민이
투표에 등록하도록 장려
"선거일(Election Day)은 11월 3일이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려면 투표에 등록해야
합니다. 전국 유권자 등록일(National Voter Registration Day)을 맞아 자격을 갖춘 모든
뉴욕 주민은 자신이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아직 등록하지 않았는지 오늘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가오는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등록 마감일은 10월 9일입니다.
주정부 발급 신분증이 있으면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를 통해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우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젊은 뉴욕 주민들에게도 알립니다. 현재 만
17세이지만 11월 3일이나 그 이전에 만 18세가 된다면 투표에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올해는 일단 등록하면 세 가지 투표 방법이
있음을 알립니다.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 선거일의 직접 투표입니다.
이 주와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적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표 등록 방법 및 위치:
•
•
•

•

자신의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아무 뉴욕주 기관 기반 유권자 등록
센터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관리부가 발급한 신분증이 있는 경우, 차량관리부에서 직접 또는 그
웹사이트에서 유권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메일링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직접 입력하여 우편으로
뉴욕주 유권자 등록(New York State Voter Registration)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00-FOR-VOTE 핫라인으로 전화하여 유권자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표 등록을 하려는 뉴욕 주민은 반드시 다음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
•
•
•
•

미국 시민권 소유자
만 18세(만 16세 또는 만 17세에 사전 등록할 수 있지만 만 18세까지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 전 최소 30일 동안 이 주 및 카운티, 도시 또는 빌리지의
거주자였어야 함
중범죄로 인해서 수감 또는 가석방 중인 상태가 아닌 사람(가석방된 자가
사면되었거나 시민권을 복원하지 않은 한)
법원이 정신적 무능력자로 판정하지 않은 사람
다른 곳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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