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69호 

 

행 정 명 령 

 

유권자 등록에 관한 주정부 정책 

 

선거권은 대법원(Supreme Court)이 “모든 권리를 지키는 방부제(preservative of all rights)”라고 

정당하게 선언한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주는 역사적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면에서 미국을 선도했지만 여전히 뉴욕주 

유권자들의 참여율은 완고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에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가치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 주민들이 유권자 등록 양식(voter registration form)에 대해 잘 접할 수 없거나 유권자 등록 

요건을 잘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정부가 뉴욕 주민의 유권자 등록을 지원할 수 있는 고유한 전문지식, 자원,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헌법과 뉴욕주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A. 정의 

 

1. “주정부 기관(State entity)”은 주지사가 집행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 및 부서를 

의미한다.  

 

B.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program of voter registration)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는 이로써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1. 주정부 기관은 유권자 등록을 하는 뉴욕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권자 등록 프로젝트(voter registration project)를 시행한다.  

 

a. 일상 행정 업무에서 주민을 정기적으로 대하는 주정부 기관은 유권자 

등록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편 등록 양식(mail 

registration form)을 만들어야 하며, 우편 등록 양식에 기재할 경우 직원이 

주민을 지원해야 한다.  

 

b. 주정부 기관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편물 정보에 대해 문의를 한 

주민에게 우편 등록 양식 및 관련 정보를 보내야 한다. 그러한 주민에게 

보내는 우편 등록 양식의 송부는 전자적으로 또는 우편으로 적절히 

실행해야 한다.  

 

2. 상기 섹션 B(1)(a)에 의거한 모든 대면 유권자 등록 프로젝트(in-person voter 

registration project)는 공공 장소에서 주정부 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3. 유권자 등록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각 주정부 기관은 적절하게 주지사의 직원 

관계 사무국(Governor’s Office of Employee Relations)과 협의한 후, 주정부 기관의 

유권자 등록 프로젝트를 해당 기관의 직원이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voter registration program)을 시행하고 보고하는 책임을 지는 주정부 

기관의 조정관을 임명해야 한다.  

 

4. 유권자 등록 프로젝트에 관계된 직원은 본 행정명령(Order)의 지침에 따라 우편 

등록 양식 절차 및 우편 등록 양식에 담긴 질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유권자 

등록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5. 이 섹션에 의거하여 유권자 등록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각 주정부 기관은 

다음으로 예정된 주정부의 등록 정보 양식(intake form) 정기 인쇄시에 다음 

문장들을 삽입하기 위해 그 양식을 수정해야 한다.  

“귀하가 현재 주소지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오늘 여기에서 등록 

양식(registration form)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양식(registration form)을 원하십니까? 예 - 

아니요.” 

 

6. 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주정부 기관의 등록 정보 양식(intake form)을 수정하는 

사이의 기간에 각 주정부 기관의 등록 정보 취합 담당 직원은 적절한 훈련을 거친 

후에 주정부 기관의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유권자 등록을 원하는지 

여부를 일상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신청자가 구두로 또는 주정부 기관의 수정된 

등록 정보 양식(intake form)의 해당 섹션의 확인을 통해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경우, 직원은 신청자에게 유권자 등록 양식을 건네주고 작성을 도와주며 

신청자에게 가까운 우편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담당 직원은 기재가 완료된 

유권자 등록 양식을 보관해서는 안된다.  

 

7. 유권자 등록 프로젝트의 모든 사항에 관련된 모든 직원은 다음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담당 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선호도 또는 정당 등록에 관하여 엄격하게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b. 담당 직원은 어떠한 정치적 선호도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을 

표현해서는 안된다.  

 

c. 담당 직원은 신청자의 유권자 등록을 막으려는 목적에 관련되거나 그런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어떠한 말이나 행동도 취해서는 안된다.  

 

d. 담당 직원은 신청자가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주정부 

기관의 서비스 또는 수당을 받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신청자가 믿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에 관련되거나 그런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어떠한 말이나 

행동도 취해서는 안된다.  

 

8. 뉴욕주 운영부(State Operations) 국장과 협조하고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New 

York State Board of Elections)와 협의하여, 유권자 등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각 

주정부 기관은 유권자 등록 서비스(voter registration service)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자료를 개발하고 눈에 잘 띄게 비치해야 한다. 

 

9. 모든 유권자 등록 프로젝트 활동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시행되어야 한다.  

 

10. 뉴욕주 선거법(New York State Election Law) 제 5-211항 및 제 5-212항에 따라 

1993 년 전국 유권자 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이하 “NVRA”)의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는 주정부 기관은 그러한 지정에 의거하여 관행을 

변경하지 않으며 위의 B(1)(b) 항에 설명된 우편 활동 이외에 본 행정명령에 따라 

관련된 모든 추가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주립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행정명령에 기술된 활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1. 전국 유권자 등록법(NVRA)의 적용 대상으로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정부 

기관은 본 행정명령에 의거한 유권자 등록 프로젝트 활동에 관계되어 52 U.S.C. § 

20506(a)(3)에 따라 자유 재량의 전국 유권자 등록법(NVRA) 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2. 본 행정명령의 어떠한 부분도 52 U.S.C. § 20501-20511에 성문화된 전국 유권자 

등록법(NVRA) 조항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본 행정명령에 

기술된 모든 유권자 등록 프로젝트 활동은 전국 유권자 등록법(NVRA)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는 분리된 별개의 법률 문제로 간주된다.  

 

C. 유권자 등록 태스크포스(Voter Registration Task Force) 설립 

 

1. 유권자 등록 태스크포스는 본 행정명령에 기술된 유권자 등록 프로젝트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이로써 설립된다. 

 

2. 유권자 등록 태스크포스는 주지사 법률고문, 뉴욕주 운영부(State Operations) 

국장,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및 노동국(Office of Labor),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아동 및 

가정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발달 장애인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뉴욕주 

노동자 보상위원회(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 Board)의 국장 및 

커미셔너들로 구성된다.  

 

3. 유권자 등록 태스크포스는 최소한 분기별로 회합을 가져야 한다. 회합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가진다.  

 

a. 유권자 등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정부 기관의 목록을 파악한다.  

 

b. 적절한 주정부 기관에서 프로그램의 관리를 조정한다.  

 

c.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d. 등록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정부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e.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하여 주립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와 협의한다. 

 

f. 2018년 3월 1일까지 주지사에게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등록된 새로운 유권자 수와 주정부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보 및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개선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g. 프로그램의 효과와 개선안에 관한 주민이나 관심있는 단체의 의견 및 

제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천십칠년 칠월 이십사일 올버니 시에서 자필로 

서명하고 뉴욕주 주지사 인감(Privy 

Seal of the State)으로 날인하여 작 성 

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