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0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선거 절차를 간소화, 현대화, 효율화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 S.2346/A.2264는 "균일한 선거 야간 절차법(Uniform Election Night Procedure 

Act)"을 제정해 선거일 밤의 균일한 투표 마감 절차를 보장  

  

법안 S.6449/A.3543은 결합 선거구 중 한 곳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10명 미만이면 

결합 선거구의 최대 500명 투표자 제한을 제거  

  

Cuomo 주지사: "투표는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기둥이며, 올해 우리는 뉴욕의 선거법을 

현대화하고 선거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역사적인 개혁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투표 

절차에 일관성과 상식을 도입해 이 기념비적인 절차를 지속하며, 모든 투표가 

집계되도록 보장하고 더 많은 투표자가 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도록 권장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선거일 밤의 균일한 투표 마감 절차를 

수립하고(S.2346/A.2264) 투표권이 있는 특정 선거구의 인원이 10명 미만이라면 이를 

통합할 권한을 부여(S.6449/A.3543)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기둥이며, 올해 

우리는 뉴욕의 선거법을 현대화하고 선거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역사적인 개혁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투표 절차에 일관성과 상식을 도입해 이 기념비적인 절차를 

지속하며, 모든 투표가 집계되도록 보장하고 더 많은 투표자가 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도록 권장합니다."  

  

법안 S.2346/A.2264는 "균일한 선거 야간 절차법(Uniform Election Night Procedure 

Act)"을 제정  

이 새 법안은 선거일 끝에 주 전역에서 투표소를 마감하는 균일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새 

균일한 절차는 투표를 마감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대화해 절차의 온전성을 더 잘 

유지하고 질서정연하게 투표를 마감하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됩니다.  

  

Brian P. Kavanagh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를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선거일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균일한 선거 야간 절차법(Uniform Election Night Procedure Act)은 

선거 노동자와 일반 대중들이 투표를 마감하고 선거일 밤에 결과를 보고하는 데 



 

 

명백하고 안전하며 균일한 절차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우리는 

이를 제정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으며, 상원 및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신 선거위원회(Election Committee Chairs) 위원장인 Zellnor Myrie와 Charles 

Lavine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에 서명해주신 Andrew Cuomo 주지사께도 감사드립니다."  

  

Charles D. Lavin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법 위원회(Election Law 

Committee)의 위원장으로서, 뉴욕 주민들이 선거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의 

발효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선거가 가능한 투명하고 균일하게 되어 모든 투표가 

집계되고 더 많은 투표자가 이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선거일 끝에 투표를 종료하는 균일한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이 

법은 선거 노동자와 투표자들 모두 절차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법안을 

통과시켜주신 입법부의 동료들과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S.6449/A.3543은 자격이 있는 투표자가 10명 미만인 특정 선거구를 통합할 권한을 

부여  

주의 많은 선거구의 투표권자가 10명 미만이며, 이전의 법에서는 통합 결과 투표권자가 

500명이 넘는다면 이 선거구들을 다른 선거구와 병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새 법안은 

결합 선거구의 한 곳에 투표권자가 10명 미만이라면 결합 선거구의 최대 500명 투표권자 

제한을 없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를 통합하고 납세자의 비용을 줄이도록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됩니다.  

  

Leroy Comri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며 투표자 

친화적인 선거 관리는 오랫동안 제 우선순위였으며 건강하고 활발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기본입니다. 저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난히 작은 선거구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도록 허가하는 Cuomo 주지사의 시기적절한 상원 법안 6449의 승인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는 사전 대책을 세워 투표하는 대중의 이름 아래 주 전역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귀중한 자원들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Robert C. Carro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안 A.3543은 더이상 10명 미만의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더욱 효과적인 선거로 투표를 더 

쉽게 만들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신 입법부의 동료들과 오늘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주지사의 2019년 사법 어젠다(2019 Justice Agenda)의 핵심 목표는 유권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뉴욕의 투표법을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사전 투표가 

처음으로 발효되어 뉴욕 유권자들이 이동 부담 없이 선거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으로 선거 8일 전에 투표가 가능하고 연방 및 주 예비 선거가 

통합되며 청소년 유권자 사전 등록이 가능하고 주 내에서 유권자 등록 이동을 제공하며 

유한 책임 회사를 이용한 법률상의 허점을 제거할 것입니다.  



 

 

  

지난달, Cuomo 주지사는 정당 등록 변경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여 

유권자들이 다가오는 예비 선거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10월 

11일인 마감일을 없애 유권자들이 2월 14일까지 정당 등록을 변경하고 4월의 대통령 

예비 선거 및 6월의 의회 및 주 예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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