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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3번째 제안 발표: 

접전 선거에서 자동적인 수동 재검표 지시  

  

통일된 주 전역의 표준은 공정하고 신속한 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지를 더 잘 나타낼 예정  

  

Cuomo: "재검표를 실시할 시기와 지방 정부가 따라야 할 과정을 규정하는 명확한 

규칙을 수립함으로써 민주적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선거 시스템을 나머지 국가가 

따르는 모델로 바꾸는 또 다른 단계를 밟을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3번째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 법안은 접전 선거에서 자동으로 수동 재검표를 시작하고 통일된 

재검표 절차를 설정합니다. 현행법은 선거 결과가 매우 접전인 경우에도 자동적인 

재검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다수는 독자적으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있으나 거의 수행되지 

않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그 결과에서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과정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선거에서 재검표를 실시할지에 대한 결정은 주 전역의 기준이 달라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해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재검표를 실시할 시기와 지방 

정부가 따라야 할 과정을 규정하는 명확한 규칙을 수립함으로써 민주적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선거 시스템을 나머지 국가가 따르는 모델로 바꾸는 또 다른 단계를 밟을 

것입니다."  

  

선거에서 재검표를 시작하고 시행하기 위한 주 전체 표준 없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Boards of Elections)와 캠페인은 선거에서 재검표할 가능성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재검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지방 정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통해 

시작되며, 뉴욕 선거 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약화합니다. 이 법안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Boards of Elections)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적시에 정확한 재검토를 

수행하고 선거 개혁에 대한 국가 지도자로서 뉴욕주의 유산을 이어나갑니다.  

  

새로운 법안은 현재의 주 선거법(State Election Law)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모든 주 전역 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투표안에 대한 승패 차이가 선거에서 집계된 

총투표수의 0.2%인 경우 자동으로 재개표를 요구  

• 기타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투표안에 대한 승패 차이가 선거에서 집계된 

총투표수의 0.5%인 경우 자동으로 재개표 요구  

• 모든 재검표는 수동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2019년에 Cuomo 주지사는 선거법을 바꾸고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을 늘려 뉴욕주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법안에 서명하며 사법 어젠다(Justice Agenda)의 핵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이정표에는 사전 투표 도입, 유권자가 다가오는 예비 

선거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 등록 변경 촉진, 미성년자를 위한 사전 등록 수립, 

당일 유권자 등록 및 불참 핑계가 없는 우편 투표를 시행할 주 헌법(State Constitution)의 

개정에 대한 결의안 통과 기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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