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자료 

뉴욕시 헌장 개정 위원회 2019 
 

 

헌장이란 무엇입니까? 

뉴욕시 헌장은 시의 헌법에 해당합니다. 헌장은 시 정부의 체계를 만듭니다. 헌장은 시의 세금 사용 방법, 지역 

변경에 대한 결정 방법 및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을 규제합니다. 약 30여 년 전에, 헌장 개정 위원회는 시의 

행정체제를 재점검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뉴욕 시민은 선거에서 경찰 

책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제안서에 투표함으로써 시의 헌장을 개정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11월 5일 시민들은 개정 여부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에 대한 제안은 무엇입니까? 

 
 
선거: 

시장과 시의원 등의 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예비 선거와 보궐 선거에 순위선택투표제(Ranked Choice Voting)를 

이용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중 퇴임 시점과 보궐 선거가 개최되는 시점과의 간격을 45일에서 80일로 연장합니다. 

향후 시의원 예비 선거에 맞춰 선거구 경계가 획정되도록 선거구 조정 시기를 수정합니다. 

 민원심사위원회(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 CCRB): 

공익 옹호관이 지명하는 1명, 그리고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1명(위원장직 겸임) 등 위원 2명을 CCRB 

이사회에 추가합니다. 

CCRB의 징계 권고와 다르게 징계를 내릴 경우, 경찰국장은 CCRB에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CCRB 집행이사에게 소환권을 부여합니다. 

CCRB가 조사 중인 경찰관의 잠재적인 허위 공식 진술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CCRB 예산을 보장합니다. 



시민 여러분은 이에 대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윤리와 관리: 

제안 (계속):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고위 공무원의 시 정부에 대한 로비를 퇴임 후 2년 동안 금지합니다. 

현재 시장이 선정하는 이해충돌위원회(Conflicts of Interest Board, COIB) 위원 두 명을 감사원장이 임명하는 1명과 

공익 옹호관이 임명하는 1명으로 대체합니다. 

COIB 이사회 위원들이 지역 선출직 공무원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최대 기부금 한도를 줄입니다. 

시전역 소수인종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 책임자가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합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공사 고문(Corporation Counsel)에 대해 시의회에서 조언하고 인준합니다(제도적 견제와 균형). 

시 예산: 

시가 향후 용도로 모아 둔 "경기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주 법에서 허용 시).  

공익 옹호관과 자치구 장을 위한 예산을 보장합니다. 

시장은 5월 25일(6월 5일이 아님)까지 세수 추정치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은 시 재정계획서를 업데이트한 후 30일 내에 시의회에 예산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ULURP): 

신청서의 공청회 인증 30일 전에 도시계획부(Department of City Planning)가 

표준토지이용검토절차(ULURP) 신청서의 상세 프로젝트 개요를 해당 지역사회 위원회, 자치구 장 

및 자치구 위원회에 보냅니다. 

해당 여름 기간 동안 지역사회 위원회가 ULURP 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게 추가 시간을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charter2019.nyc/finalreport 

 
 

MAKE NYC HISTORY. charter2019.nyc #NYCrev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