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뉴욕시 유권자의
정치력 신장

더 많은 선택,
더 강력한 정치적 목소리

금년에 뉴욕시 유권자는 예비 선거와 특별 선거에서 지역 선출직 공직자 후보들에게 새롭고 간단한 방식으로 
투표합니다. 선호투표제(Ranked Choice Voting – RCV)에 의거하여 단 한 명의 후보만이 아니라 후보들을 
선호하는 순서대로 투표용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여전히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에게 선호하는 후보들의 순위를 매기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1순위 최우선 선택 후보 외에도 
2순위, 3순위, 4순위와 5순위 선호 후보까지 추가로 선택합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에게 더 많은 정치적 의사 
표현 기회와 광범위한 선택을 제공합니다.

 

뉴욕시에서 선호투표제가 실시됩니다 

추가 정보와 안내 동영상 관람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RankTheVoteNYC.org

선호투표제 실시 이유

선호투표제 방식의 새로운 투표용지 기입 방법:

기억하세요

• 먼저 유권자는 언제나 가장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할 권한을 갖습니다.
· 유권자는 희망 사항과 가치(이념)에 기반하여 진정한 선호에 따라 투표합니다.
·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할 때처럼) 득표가 분산되어 유권자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현상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그들에게 가장 친숙한 유권자층 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 후보들의 선호 순위를 매기거나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경우에도 첫 번째로 
선택한 후보(가장 선호하는 후보)의 이름 
오른쪽에 있는1차 선택 타원에 표시하세요.

• 유권자의 투표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속 
2차 선호 후보를 정하고 그 후보의 이름 옆에
있는 2차 선택 타원에 표시하세요.

• 5차 선택 후보까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세요.

• 각 열에 하나의 타원에만 표시하세요.
• 각 열의 하나의 타원에만 표시해야 
유권자의 투표력이 극대화됩니다. 즉 각 
후보를 대상으로 한 번만 순위를 매깁니다.

• 유권자는 최대 5명의 후보까지 순위를 
매길 수 있고 그 허용된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만 순위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http://www.rankthevotenyc.org


특별 선거 공지

수신: 퀸즈 뉴욕시의원 24 선거구 유권자
여러분의 대표자인 뉴욕시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에 참여하세요!

모든 등록된 유권자가 특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세요
조기 투표 기간: 1월 23일(토요일) – 1월 31일(일요일),

여러분의 조기 투표소를 확인하세요.
특별 선거일: 2월 2일(화요일), 투표소 개방 시간: 오전 6시 – 오후 9시.

여러분의 선거일 투표소를 확인하세요.

질문과 대답

투표 정보 알아보기

선호투표제에 의거하여 어떤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출되는가?
2021년부터 뉴욕시 유권자는 예비 선거와 특별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을 선출합니다:

• 시장
• 감사원장
• 감사원장
• 보로장
• 시의원

후보들이 순위를 매기면 유권자가 최우선으로 선택한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는가?
아닙니다. 다른 후보들의 순위를 매겨도 최우선으로 
선택한 후보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유권자 등록 상태, 부재자 투표 신청 및 조기
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알아보기: vote.nyc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에게 여러번 투표할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의 선호 순위를 매기면 더 
강력한 투표력을 발휘합니다. 한 후보를 대상으로 1
순위, 2순위, 3순위까지 계속 투표하면 2순위, 3순위와 
나머지 순위를 공백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한 
후보에게 여러번 투표해도 그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당선자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먼저 1순위 선택 투표를 집계하며 시작됩니다. 한 
후보가 50%+1을 득표하면 승리합니다. 여기서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으면 그다음엔 순위를 고려하여 
라운드별로 집계합니다. 각 라운드에선 가장 적게 
득표한 후보를 탈락시킵니다. 탈락한 후보의 득표는 
유권자의 다음 선택에 포함됩니다. 라운드는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가 남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상세한 설명은:

선호투표제는

특정 이익 집단이 아닌 뉴욕 시민들에게 더 많은 힘을 보장합니다.

선호 순서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여 더 강력한 정치적 목소리를 발휘하게 됩니다.

뉴욕 시민들이 한 명의 후보에게만 또는 최대 5명의 후보들에게
선호 순서대로 투표할 수 있어 더 많은 선택권을 갖습니다.

추가 정보와 안내 동영상 관람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RankTheVoteNYC.org

http://www.rankthevotenyc.org
http://www.vote.ny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