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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투표 참관인을 임명하고 투표소에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 S.3141-A/A.1525-A는 투표용지의 후보자와 정치위원회가 항시 각 선거구당 3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가드레일 내에는 한 명만 둘 수 있도록 해  

  

법안 S.3146/A.1454는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 BOE)가 투표소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대체 투표소 인력 배치 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총선, 예비 선거, 보궐 선거, 빌리지 또는 타운 선거에 

투표 참관인을 임명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S.3141-A/A.1525-A) 투표소의 개별 

요구에 따라 투표소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는 법안(S.3146/A.1454)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명한 선거는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선거를 현대화하여 

오랫동안 불필요하게 모호했던 절차를 효율적이고 상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안 S.3141-A/A.1525는 투표 참관인 임명 절차를 명확화  

  

이 법안은 총선, 예비 선거, 보궐 선거, 빌리지 또는 타운 선거에서 투표 참관인을 

임명하는 과정을 명확히 하여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자와 정치위원회가 항시 각 선거구에 

세 명의 참관인을, 가드레일 내에는 한 명만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뉴욕주는 투표 참관인을 임명할 수 있는 더 큰 통찰력과 명확한 권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복잡하고 논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법안 S.3146/A.1454는 투표소가 적절하게 인력을 확보하도록 보장  

  

이 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의 개별 요구에 따라 대체 투표소 인력 계획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인력 배치 계획이 투표가 레버 투표 집계기로 수행되었을 

때를 기반으로 결정되고 구조화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표소의 조직과 

투표 방법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가 법정 요건이 



 

 

아닌 실제 수요와 선거관리위원회(BOE) 규정에 따라 인력 배치 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뉴욕 주민들을 위한 개별 투표소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Zellnor Myrie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모든 투표가 제대로 

반영되고 민주주의가 성실하게 기능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표 

참관인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뉴욕만큼 크고 다양성이 높은 주에서는 투표소를 

운영할 때 단 하나의 기준을 모든 장소에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Boards of Elections)를 지원하고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하여 자랑스럽습니다."  

  

David Buchwal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의 선거법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뉴욕주의 투표법을 21세기로 이끌어내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투표 참관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성과 투표 근로자가 투표소에 

할당되는 방식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Boards of Elections)에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사전 투표 위치를 포함한 투표소의 많은 다양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 24일,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투표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 

종합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후보자를 한 번에 

선택하도록 연방 및 주 선거를 동기화하고, 16세 및 17세 아동이 투표에 사전 등록하도록 

허용하고, 유권자의 보편적 등록을 이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역사적인 새로운 

법안은 주지사의 2019년 사법 어젠다(2019 Justice Agenda)의 핵심 요소였으며 

2019년의 입법 세션 첫 100일 이내에 서명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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