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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정당의 당명이나 엠블럼을 수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 

  

이 법안은 정당이 유권자를 오도하기 위해 이름이나 사명을 바꾸지 못하도록 금지  

  

Cuomo: "뉴욕 주민들은 투표함에 갈 때 자신이 정확히 누구에게, 또한 무엇에 

투표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법을 간단히 변경함으로써 우리는 정치 단체가 

다년간의 법정 정당 지위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를 숨김으로써 유권자의 눈을 속일 

수 없게 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출하거나 설립한 후 새로운 정당이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S.5974-A/A.2047-A)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투표함에 갈 때 자신이 정확히 

누구에게, 또한 무엇에 투표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 법규를 간단히 

변경함으로써 우리는 정치 단체가 다년간의 법정 정당 지위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를 숨김으로써 유권자의 눈을 속일 수 없게 할 것입니다."  

  

David Carlucci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이 

투표용지의 어떤 후보를 보증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유권자들이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선거에서 더 많은 투명성을 창출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투표법 개선을 우선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Sandy Galef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정직과 

투명성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필수 과목당(Common Core Party)이 

갑자기 개혁당(Reform Party)이 되었을 때 일어난 '유인 상술(bait and switch)'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새로운 법은 이런 속임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것입니다."  

  

일단 설립되면, 정당은 향후 4년간 영구적인 투표 라인을 얻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법을 

개정하여 정당 또는 다른 독립 단체 또는 정당이 제출 및 설립 후 이름 또는 정당 

엠블럼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2014년 선거에서 필수과목 중지(Stop Common 

Core) 투표 라인은 정당 지위를 받고 향후 4년 동안 영구 투표 라인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에, 이 정당 단체는 "필수 과목 중지(Stop Common 



 

 

Core)"에서 "개혁당(Reform Party)"으로 이름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시 

발효되는 이 법안은 그러한 유인 상술(bait-and-switch) 전략을 불법으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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