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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센터와 한인유권자연대 소개
년 창설된 우리센터의 미션은 한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을 조직하여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민자, 저소득층, 영어 구사가 제한적인 이들, 서류미비
자, 여성, 노인 및 청소년을 포함해 우리 사회 내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이 겪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함께 행동합니다. 우리센터는
소외된 커뮤니티들과 중∙저소득층 유색인종 이민자들이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미래를
꿈꿉니다.
2018년, 우리센터의 전신인 한인커뮤니티센터(Korean American Community
Center, KACC)가 한국어로 된 선거 안내서를 처음으로 발행한 이래, 우리센터는 펜실베
니아주의 한인과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시민참여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는 선거안내물 배포, 전화캠페인, 가정방문, 안내테이블 및 선거핫라인 운영 등 활동의 폭
을 넓히는 한편, 한인유권자연대(KACP)를 구성하여 한인 유권자들의 유권자등록과 투표
참여를 위해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유권자연대는 대피츠버
그한인회, 대필라델피아한인회, 중앙펜실베니아한인회, 한인지역개발봉사센터, 몽고메리
한인노인회, 우리센터 등 총 여섯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센터와 한인유권자연대는 시민참여를 통해 우리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선거 내용과 투표 방법 등을 담은 2022년
펜실베니아주 선거안내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안내서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돕
고, 나아가 우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민참여로 커뮤니티 역량강화!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우리센터 Woori Center:
이메일 info@wooricenterpa.org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우리센터(@wooricenter)를 찾으세요
웹사이트: wooricenterpa.org.

한인유권자연대 KACP:
웹사이트: kacp-philly.org
대필라델피아한인회 (KAAGP)
한인지역개발봉사센터(KCDSC)
한국여성봉사회 (KWC)
우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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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한 표, 왜 중요할까요?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과 펜실베니아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종 집단입니다.
99%

년 이래 펜주 아시아계 미국인 증가율. 펜실베니아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
고 있는 인종 집단인 만큼, 펜주 내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치적 대표성도 증진되어야
합니다.
2000

명

251,377

펜실베니아주 내 아시아태평양계 유권자 수. 아시아태평양계 유권자는 전체 펜주 유
권자 중 4%에 해당합니다.

59.5%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들 중, 2020년 선거에 투표참여한 비율. 미 전체 인종그룹 중
아시아태평양계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들의 당면 현안

펜주 내 약 33,294명(84%)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펜주 내 약 59,228(14%)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081건의 반아시아계 증오 사건이 Stop
AAPI Hate에 보고되었습니다.
미 전역 아시아계 미국인들 중 170만 명이 서류미비 이민자입니다.
펜주 아시아계 미국인 거주자 중 78%는 집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합
니다. 이 45 % 이상이 영어구사가 제한적인 이들입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여러 당면과제, 우리가 참여해야 해결할 수 있
습니다. 꼭 유권자등록을 마치고 투표를 통해 우리 목소리를 내
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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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한 표, 왜 중요할까요?
선출직 공직자들은 우리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합니다. 우리를 대표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낼 리더들을 뽑는 투표 참여는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입니
다!
2022 총선거
올해 펜실베니아주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을 뽑습니다.
미 연방 상원의원 U.S. Senate
미 연방 하원의원 U.S. House of Representatives
펜주 주지사 PA Governor
펜주 부지사 PA Lieutenant Governor
펜주 상원의원 PA Senate
펜주 하원의원 PA House of Representatives

년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중간선거, 주지사 선거 및 펜주 상하원 선거를 치릅니
다 이 선거들의 결과는 펜주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의료시스
템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반아시아계에 대한 폭력과 커뮤니티 안전,일자리, 교육,
민주주의, 기후변화와 환경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주 전역의 한인 및 아시아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우리 커뮤니티 내 가능한 모든 유
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투표참여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 커뮤니티
의 정치적 힘을 키워야, 우리 커뮤니티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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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등록 방법
펜실베니아주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미국 시민권자이자 선거일로부터 최소 30일 전부터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한 자
2022년 11월 8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2022년 10월 24일 이전에 유권자등록을 완료한 자
카운티 유권자등록 사무소에서 처리 및 승인될 때까지는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것임
보호관찰 중이거나 가석방 중이거나, 경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감옥에 있거나, 가택연금 중이거나, 과거 중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투표 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유권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이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bit.ly/woorivote

유권자등록을 다시 해야하는 경우
(10월 24일까지):
주소 이전
개명
지지 정당 변경

종이 신청서를 선호하세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https://www.vote.pa.gov/Resources/D
ocuments/Voter_Registration_Applicat
ion_English.pdf

신규 유권자등록 및 유권자등록 갱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10월 24일
질문이 있으세요?

전화 1-866-OUR-VOTE
(1.866.687.8683)

유권자등록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
니까? 여기서 확인하세요:
https://www.pavoterservices.pa
.gov/Pages/voterregistrationsta
tu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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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어떻게 하나요?

미리
직접
가서
우편투표
용지로
사전투표
하세요
:
펜실베니아주 유권자는 지정된 장소에 직접 방문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카운티의 투표용지가 준비되면, 카운티 선거사무소나 그 외 지정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 우편투표 용지를 신청하여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운전면허) 번호 또는 소셜시큐리티번호 마지막 네 자리 수

PennDOT ID (

사전투표, 어떻게 하나요?

카운티 선거사무소나 지정 장소에서 우편투표 신청용지를 작성해 제출합
니다
우편투표 신청이 접수, 처리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편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합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흰색 비밀봉투에 밀봉합니다. 이 때, 이 비밀봉투에 어
떤 표시도 남겨서는 안됩니다. 흰색 비밀봉투에 밀봉되지 않은 표는 무효처리 됩니
다.
Step 5: 흰색 비밀봉투를 이미 주소가 인쇄되어 있는 반송용 겉봉투에 밀봉합니
다. 이 겉봉투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Step 6: 반송용 겉봉투의 유권자선언(voter's declaration)란에 서명합니다.
Step 7: 투표용지를 제출합니다.
Step 1:
.
Step 2:
Step 3:
Step 4:

사전투표, 어디에서 하나요?

해당 카운티 선거사무소와 지정된 장소에서 우편투표용지를 이용해 선거일 전에 미리 투
표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 신청마감 전에 우편투표를 신청한 경우라면, 기표한 우편
투표용지를 선거일 당일 저녁 8시까지 카운티 선거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월 5
일 오후 5시까지 선거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우편투표를 이용해 미리 투표하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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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방법
우편투표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니 우편투표를 더욱 권장합니다.
신청서는 11월 1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해야 하며,
기표한 우편투표 용지는 11월 8일 저녁 8시까지 도착해야합니다.

우편투표 또는 부재자투표 신청하기:

우편투표를 신청하기 전에 유권자등록 먼저 하세요!

온라인 유권자등록: https://bit.ly/woorivote
(유권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안내서 6쪽을 참조하세요.)
vote.pa.gov/ApplyMailBallot

에서 온라인으로 우편투표 신청하세요!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우편투표 혹은 부재자투표 신청이 가능합니다.
PennDOT 신분증 또는 펜실베니아 운전 면허증,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네 자리 수가
필요합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

종이 신청서를 선호하시나요?
단계 종이 신청서를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인쇄하세요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나 펜주 주무부
에 직접 연락하여 종이 신청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우편투표 신청서를 작성하여 카운티 선거사무소에 제출하세요. 2022년
11월 1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되어야 하며, PennDOT 신분증, 펜주 운전면허증 또
는,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4자리 숫자가 필요합니다.

1
:
.
https://www.vote.pa.gov/Resources/Documents/PADOS_MailInApplica
tion.pdf.
(ra-voterreg@pa.gov, 1-877VOTESPA)
.

참고하세요!
귀하는 이미 우편투표를 신청했을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 기간에 연간 우편투표를 신청했다면 이
번 총선거에서도 유효합니다.
우편투표를 신청할 때, 연간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세요?
전화 1-866-OUR-VOTE
(1.866.687.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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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편투표 용지와 함께 들어있는 설명에 따라 작성하세요. 제출 마
감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단계: 설명서를 잘 읽고, 기표합니다.

1

투표용지 앞면과 뒷면(뒷면이 있는 경우)에 모두 기표합니다.

단계: 투표용지를 "official election ballot"이라고 적힌
비밀봉투에 넣고 봉합니다.
2

비밀봉투에 투표용지를 담지 않으면, 유효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비밀봉투에는 아무 것도 적지 마세요.

단계: 투표용지가 담긴 비밀봉투를 주소가 적혀 있는 겉봉투
에 넣고 봉합니다.
3

겉봉투에 적힌 작성요령에 따라 겉봉투 겉면에 있는 투표자 선언란
에 반드시 서명하세요. 본인 서명이 없으면 유효표로 집계되지 않습
니다. 우편을 따로 붙여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는 가능한 빨리 제출하세요!

우편투표 용지는 카운티 선거위원회에 11월 8일 저녁 8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기한 전에 도착하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세요. 카운티 선거사무
소나 드랍박스, 지정된 위성 선거사무소에 직접 가시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Image courtesy of
vote.pa.gov

다음 링크에서 우편 투표용지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https://www.pavoterservices.pa.gov/Pages/BallotTrackin
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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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자주 묻는 질문
투표용지를 어떻게 추적할 수 있나요?

카운티 오피스에서 귀하의 우편투표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웹페이지에서 귀하의 우편
투표용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vote.pa.gov/MailBallotStatus .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직접 투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편 투표용지를 이미 제출한 후에는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우편 투표용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투표 용지와 주소가 적힌 발송용 겉봉투를 해당 투
표소로 가져가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와 봉투를 반환하고 선언서에 서명한 후에,
일반 투표용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용지와 발송용 봉투를 투표소에서 반납하지 않으면 임시 투표용지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 선거위원회가 귀하가 우편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에야 임
시 투표용지 투표가 카운트됩니다.

우편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각 카운티는 SURE 시스템을 통해 대체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 선거사무소에 전화하세요. 아직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다시 발송할 수 있
는 경우라면, 선거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체 투표용지"(replacement ballot)을 요
청하세요. 카운티 선거사무에 연락하려면 1-877-VOTESPA (1-877-868-3772)로 전화하
거나, 직접 선거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우편 투표용지를 받지 못
했다고 통보하면 카운티는 다시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우편 투표용지를
카운티 오피스에 발송했으나 카운티에서 못받은 경우에도, 카운티는 동일한 투표용지를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카운티는 해당 유권자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
도록 우편투표자 목록에서 지워야 합니다. 우편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는 임시 투표
용지에만 의지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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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자주 묻는 질문
우편 투표용지를 보냈는데 카운티에서 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각 카운티는 SURE 시스템을 통해 대체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 선거사무소에 전화하세요. 아직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다시 발송할 수 있
는 상황이라면, 선거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체 투표용지"(replacement ballot)을
요청하세요. 카운티 선거사무에 연락하려면 1-877-VOTESPA (1-877-868-3772)로 전화
하거나, 직접 선거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우편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고 통보하면 카운티는 다시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우편 투표용지
를 카운티 오피스에 발송했으나 카운티에서 못받은 경우에도, 카운티는 동일한 투표용지
를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카운티는 해당 유권자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기계로
투표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자 목록에서 지워야 합니다. 우편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
는 임시 투표용지에만 의지해서는 안됩니다.

우편투표나 부재자투표 신청 마감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질환이나 장애, 또는 예상치 못한 일로 선거구에서 부재하게 된) 비상 시에는, 선거일 전
화요일 오후 5시 이후에 이머전시 부재자 투표(Emergency Absentee Ballo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머전시 부재자 투표 신청서는 vote.pa.gov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vote.pa.gov/Resources/Documents/PADOS_EmergencyAbsente
eBallotApplication_English.pdf

카운티 선거위원회에 이머전시 부재자 투표 신청서 제출 마감 시간은 선거일 당일 저녁 8
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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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투표소 운영시간: 11월 8일, 7 AM - 8 PM
내 투표소는 어떻게 찾나요?
관할 카운티 선거사무소나 866-OUR-VOTE (866-687-8683) 번호로 전화하거나, 다음
웹페이지에서 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pavoterservices.pa.gov/pages/pollingplaceinfo.aspx

몽고메리 카운티 투표소 찾기: www.montcopa.org/845/Where-Do-I-Vote

투표소에서 줄을 섰다가 이탈해도 되나요?
투표 줄을 서면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마감시간에 투표소 운영이 중단되면, 줄
을 서 있지 않은 유권자는 투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투표권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예. 선거관리원, 선거 참관인, 또는 다른 투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투표자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거나 투표자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만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투표를 중지시키려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투표소
에서 누군가 선거관리원이나 투표소 요원으로 가장하거나, 위협이나 협박, 강압적
행위 , 투표 자격이나 요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경험하거나 목격하면, 다음 전화
번호로 연락하세요:
1-866-OUR-VOTE (866-687-8683).

통역이나 언어지원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귀하의 투표를 도와줄 누군가와 투표소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의 고용주
나 귀하가 속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도움은 받을 수 없습니다. 통역원이 필요한 경
우에는 투표소 운영요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운영요원이 선거관리위
원이나 선거사무소에 연락해 언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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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투표에 필요한가요?

해당 선거구에서 처음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투표
소에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선거구에서 처음으로 투표하는 경우라면, 사진
이 있는 신분증이나 사진이 없는 신분증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 신
분증에는 사원증과 학생증도 포함됩니다. 사진이 없는 신분증으로는 주소가 적힌
은행 서류나 공과금 서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한 적이 있
다면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코로나 예방 행동수칙

마스크로 코와 입을 꼭 가리십시오. 식료품점에 갈 때처럼, 천이나 스카프 마
스크 등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투표소에 갈 때 파랑 또는 검은색 펜을 지참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공유하
는 공간 내에서 최대한 접촉을 제한하십시오..
손 위생을 실천하십시오. 개인 손 세정제(있는 경우)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줄을 서고 체크인하고 투표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약 6피트의 거리를 둡니다.
투표소 요원 및 기타 선거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이들의 역할은 원활한
투표 진행을 돕는 것입니다.

투표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경험하시면
1-866-OUR-VOTE (866-687-8683)이나
우리센터/한인유권자연대의 핫라인 267-270-9466으로 전화하세요!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우편 투표용지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투표소에
서 투표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지나치게 긴 줄로 투표가 지연되는 경우
투표소 요원이 기계 조작법을 모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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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투표권 알기
어떤 주정부나 지방정부도 인종, 민족, 출신 국가 또는 소수계 언어를 이유로 투
표할 권리를 거부함으로써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귀하의 투표권은 오직 투표소 운영요원, 투표 참관인 또는 다른 유권자이 귀하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는다거나, 투표자 본인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만 이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후보 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투표를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방법에 따라 카운티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투표 연령대 인구가 특정 규모에
도달하면 해당 언어로 선거 도움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느 카운티에서나
영어 구사력에 제한이 있으면, 투표소에서 도와 줄 사람을 선택하여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연방 및 펜실베니아주 법에 따라 각 투표소는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접근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장애로 인해 투표소에 입장 할 수 없거나 투
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도움 줄 사람을 선택하여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중범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수감 중이거나 보호 관찰 중, 또는 가
택 연금 중인 경우의 유권자등록 및 투표에 대한 특별 정보가 따로 마련되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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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누구를 뽑나요?
2022

총선거

올해 펜실베니아주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을 뽑습니다.
미 연방 상원의원 U.S. Senate
미 연방 하원의원 U.S. House of Representatives
펜주 주지사 PA Governor
펜주 부지사 PA Lieutenant Governor
펜주 상원의원 PA Senate
펜주 하원의원 PA House of Representatives

미 연방 상원의원 U.S. Senate

연방 정부의 입법부인 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법을 통과시키
려면 상하원 모두의 과반수 득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면 상원에서
60%의 압도적 다수가 필요합니다.
연방 상원의원은 6년마다 선출되며, 연방 상원은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을 뽑습니다. 미국 부통령은 미국 상원을 주재하며, 의회에서 가부
동수가 나올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원만이 대법원 판사나 각료직에 대한 대통
령의 임명을 확정시킬 권한을 갖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상원의 법안은 의료, 형사 사법 개혁, 이민, 코로나19 구호 등과 같은 사안을 다룹니다. 상원
의 분열은 중요한 법안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초래합니다.
미 연방 상원의원 후보
에릭 체이스 거하르트 Erik Chase Gerhardt (자유당 Libertarian)
에버릿 스턴 Everett Stern (무소속 Independent)
존 페터만 John Fetterman (민주당 Democrat)
메흐멧 오즈 Mehment Oz (공화당 Republican)
퀸시 매기 Quincy Magee (무소속 Independent)
리차드 웨이스 Richard Weiss (녹색당 Green Party)
로날드 존슨 Ronald Johnson (헌법당 Constitution Party)
후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vote411.org, 또는 ballotpedia.org 등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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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누구를 뽑나요?
미 연방 하원의원 U.S. House of Representatives

연방 정부의 입법부인 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법을 통과시키
려면 상하원 모두의 과반수 득표가 필요합니다. 하원의원은 매 2년마다 선출됩니다. 하원의원
만이 세금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4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석은 10년마다 인구조사(센서스)를 실
시한 후 재분배됩니다.
왜 중요한가요?
하원의 법안은 의료, 형사 사법 개혁, 이민, 코로나19 구호 등과 같은 사안을 다룹니다. 하원
의 분열은 중요한 법안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초래합니다.
각 선거구 후보 리스트는 카운티 웹사이트의 유권자서비스(voter service) 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고, 후보별 자세산 정보는 vote411.org, 또는 ballotpedia.org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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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누구를 뽑나요?
펜주 주지사 PA Governor

펜실베니아의 주지사는 주에서 선출된 공직자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으로 주정부에서 가장 높
은 공직입니다. 펜실베니아주 유권자들은 4년마다 주지사를 선출합니다. 주지사는 주법의 집
행을 담당하며, 펜실베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지사는 행정부서의 장(교통부장관, 노동산업부장관, 보건부장관)과 국가고등교육기관의 구
성원 등 기타 공무원도 임명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주지사는 입법부가 발의한 법률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및 행
정조치를 집행하는 정부기관의 비서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지사에게 선거개혁, 학교
자금지원, 형사사법, 총기휴대공개 법안 등의 법안이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집행 권
한을 사용하여 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 권한의 최근 사용 사례로는 오피오이드 남
용 비상 사태 및 코로나19 보건 비상사태 발령과 임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과근무 규
정의 현대화가 있습니다.

미 연방 상원의원 후보
크리스티나 디쥴리오 Christina Digiulio (녹색당 Green Party)
덕 마스트리아노 Doug Mastriano (공화당 Republican)
조쉬 샤피로 Josh Shapiro (민주당 Democrat)
조셉 솔로스키 Joseph Soloski (펜실베니아키스톤당 Keystone Party of
Pennsylvania)

맷 해켄버그 Matt Hackenburg (자유당 Libertarian)
후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vote411.org, 또는 ballotpedia.org 등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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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누구를 뽑나요?
펜주 부지사 PA Lieutenant Governor

펜실베니아주 부지사는 주에서 선출된 공직자입니다. 행정부에서 두번째로 높은 공직입니다.
펜실베니아주 유권자들은 4년마다 주지사를 선출합니다. 주 상원 의장을 역임하고, 사면위원
회와 펜실베니아 비상관리 위원회 의장을 맡는 것이 부지사의 유일한 공식 업무입니다. 또 주
지사가 지정한 다른 임무를 수행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부지사는 현 주지사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주지사를 대신합니다. 최근 몇 년
간 사면위원회의 으장으로서 역할이 범죄 개혁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지켜봤습니다. 부지
사는 사면위원회에 로비하여 비폭력 대마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 이들을 사면
하고 석방시킬 수 있습니다.

미 연방 상원의원 후보
오스틴 데이비스 Austin davis (민주당 Democrat)
캐리 델로소 Carrie DelRosso (공화당 Republican)
마이클 배지스-캐닝 Michael Bagdes-Canning (녹색당 Green Party)
니콜 슐츠 Nicole Shultz (펜실베니아키스톤당 Keystone Party of Pennsylvania)
티모시 맥매스터 Timothy McMaster (자유당 Libertarian)
후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vote411.org, 또는 ballotpedia.org 등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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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누구를 뽑나요?
펜주 상원 및 하원의원

PA State Senator & State Representatives

펜실베니아주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법을 통과시키려면 상하
원 모두의 과반수 득표가 필요합니다.
상원과 하원은 유사한 입법 권한을 갖지만, 하원만이 세금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상원만이
각료직, 주립대학 이사회, 사법 공석에 대한 주지사의 임명을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원의원은 4년마다, 하원의원은 2년마다 선출됩니다.
왜 중요한가요?
펜실베니아주 상원 및 하원의원은 SNAP(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 수당을 지원하고, 경찰을
개혁하고, 학교에 기금을 지원하는 등, 일반적으로 세금을 지역사회에 배분하는 법안을 작성
합니다.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리스트나 샘플 투표용지를 각 카운티 웹사이트의 유권자서비스 페이
지, vote411.org, 또는 ballotpedia.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앨리게니 카운티 Allegheny County:
https://apps.alleghenycounty.us/website/ElectPollPlace.aspx

벅스 카운티 Bucks County 후보자 리스트:

https://www.buckscounty.gov/DocumentCenter/View/10437/2022-GeneralElection-Unofficial-Candidate-List?bidId=

체스터 카운티 Chester County:

https://www.chesco.org/DocumentCenter/View/70243/ChesterCounty_2022G
eneralElection_SpecimenBallots?bidId=

델라웨어 카운티 Delaware County:

https://election.co.delaware.pa.us/electionsampleballots/

몽고메리 카운티 Montgomery County:

https://webapp02.montcopa.org/voterservices/sampleballots/

필라델피아 카운티 Philadelphia County: https://atlas.phila.gov/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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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법안
필라델피아 카운티 투표 법안 #1
"Shall The Philadelphia Home Rule Charter be amended to provide for a
preference in civil service examinations for qualified graduates of Career
Technical Education programs in the School District of Philadelphia?"

공무원 시험 시 필라델피아학군의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가
산점을 주도록 필라델피아시 자치기본조례를 수정해야 할까요?"
"

네 라고 투표할 경우,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필라델피아학군의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Yes"( )

아니오)라고 투표할 경우,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필라델피아학군의 직업기술교육 프로
그램 수료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No"(

필라델피아 카운티 투표 법안 #2
"Should The Philadelphia Home Rule Charter be amended to create the
Department of Aviation and to transfer certain functions related to operations of
City airports from the other City agencies to the Department of Aviation?"

필라델피아시가 항공국을 개설하고, 시의 공항 운영과 관련된 기능을 시의 다른 부서에서 항
공국에 이관하도록 필라델피아시 자치기본조례를 수정해야 할까요?"
"

네 라고 투표할 경우, 필라델피아시 항공국 개설과 시의 다른 부서에서 공항 운영 관련
기능을 항공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Yes"( )

아니오)라고 투표할 경우,필라델피아시 항공국 개설과 시의 다른 부서에서 공항 운영 관
련 기능을 항공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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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법안
앨리게니 카운티 투표 법안 #1
"Shall Article III, Subsection 6(b) of Allegheny County's Home Rule Charter be
repealed in order to allow Members of County Council the same freedom of
right to seek other elected office as is accorded to all other independently
elected officials in Allegheny County, such that Council Members are permitted
to run for nomination or election to elected office other than that of County
Council Member without first having to resign from County Council?"

카운티의회 의원들에게 앨리게니 카운티의 다른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권리의 자유를 허락하고, 카운티의회 의원들이 카운티의회에서 먼저 사
임하지 않고 카운티의회 외의 다른 선출직 공직에 입후보하거나 출마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앨
리게니 카운티 자치기본조례의 제3조 6항 (b)호를 폐지해야 할까요?"
"

네 라고 투표할 경우, 앨리게니 카운티의회 의원들이 카운티의회에 먼저 사임하지 않
고 다른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조례를 수정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Yes"( )

아니오)라고 투표할 경우, 조례 수정에 반대하여, 앨리게니 카운티의회 의원들이 다른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카운티의회에서 먼저 사임할 것을 계속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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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투표용지

몽고메리카운티와 필라델피아카운티의 샘플 투표용지 이미지입니다. 각 선거구마다 투표
용지에 있는 후보자들 리스트가 다릅니다.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는 거주 중인 카운티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와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ote411.org
또는 ballotpedia.org 등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몽고메리카운티의 몽고메리3 선거구 샘플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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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투표용지

필라델피아 카운티 샘플 투표용지:

본 선거안내서에 실린 내용은 pennsylvaniavoice.org, vote.pa.gov, vote411.org, ballotpedia.org
및 펜실베니아주 각 카운티 웹사이트 등 여러 단체 및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것입니다.
본 선거안내서는 우리센터가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합니다.

웹사이트: wooricenterpa.org
이메일: info@wooricenterpa.org
소셜미디어: Metabus, Twitter, Instagram (@wooricenter)

우리센터 Woori Center

100 West Main Street, Suite 320
Lansdale, PA 19446
Tel.267-270-9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