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뉴욕시 주민들의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 소속 독립기관입니다. 

선거재정위원회는 유권자 참여와 인식을 높이고, 

선거자금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더 많은 

시민에게 공직 출마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소액기부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부정부패를 최소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거재정위원회는 NYC Votes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단체와 협동에 앞서 유권자 등록, 

투표율 증가, 시민참여 촉진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이나 유권자 등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행사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nyccfb.info/nycvotes 를 

방문하시거나 212-409-1800 으로 전화 문의하십시오.  

선거재정위원회는 지역 선출직 후보에게 주는 기부금의 

한도와 성격을 규정하는 선거자금법을 준수합니다. 모든 

후보자는 선거자금의 출처와 지출내용을 정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선거재정위원회는 지역 

선거에 대한 독립 선거비용 지출 내용을 모아 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합니다. 후보들은 지역 정부 선출직 

공무원이 대가성 기부를 받는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 정부 계약을 따낸 회사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비즈니스 활동(Doing Business)” 관련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후보들은 선거자금 지출 한도를 

지키는 데 동의하는 후보에게 공공기금을 통해 

매칭펀드를 지원하는 선거재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매칭펀드 프로그램은 주민 지지를 

확보한 후보가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에게 의존하거나 

개인재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 정부 공직에 출마 의향이 있거나 선거재정위원회가 

어떻게 뉴욕시 지역선거를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선거재정위원회(NYC Campaign Finance Board, 100 

Church St., 12th Floor, New York, NY 10007)로 

연락하시거나 info@nyccfb.info 로 이메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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