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누구인가?
오레곤 정치에서 

시민 참여는 모든 이들을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에 영향
을 주는 결정에 관여하게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선거철
은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
의 시민권 자격과 관계 없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API) 공동체는 선출된 지도자
들이 내리는 결정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오레곤에는 25만명이 넘
는 API가 살고 있으며, 우리 공동체는 더 커지고 있습니
다. API 가족은 100개가 넘는 다양한 인종, 문화적, 언
어적 집단에서 유래합니다—우리는 다양한 요구와 경험

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API 가족은 주거비의 증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이
웃과 공동체에서의 내밀림, 학생들을 지지하는데 있어
서의 어려움,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찾기 위한 

노력 등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지도자들은 정
책을 통과시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금을 대며, API 
공동체가 대안책을 제시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권력을 가

지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오레곤 주 내에서 선출되는 직책에 중점을 두었

습니다. 연방에서 선출되는 직무와 누가 투표 용지에 있는지

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 안내서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투표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말의 공적인 
표출 방법입니다. 

제가 투표할 수 있나요?
당신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

야 합니다. 오레곤의 확대된 모터 보터(Motor Voter) 법은 선거 자

격이 있으면서 등록되지 않은 유권자가 오레곤 운전 면허증, 아이디 

카드 혹은 허가증의 신청, 갱신, 교체를 위해 DMV를 방문할 때, 자

동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게 해줍니다.

2016년에, 선거 자격이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API 
유권자 중 약 50%인 20,000명의 유권자들이 새 
모터 보터 법을 통해 등록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중범죄 전과 기록이 있으면 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다시 등록하셔야 하며, 가석방과 보호 관찰에 처
한 사람들도 재등록 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등록 되
었는지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sos.
oregon.gov.

당신의 투표 자격과 상관 없이, 여전히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독려하고 교육 시키기

• 이 안내서를 당신의 교회나 이웃과 공유하기

• 지역 신문에 당신이 관심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편지 쓰기

투표 용지를 작성하고, 기밀 
봉투에 넣고 밀봉한 뒤, 반송 
봉투에 넣으십시오.

당신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반송 
봉투에 사인하십시오. 봉투에 우표를 붙이고 반

송하십시오.

만약 11월 2일이 지났다면, 당신은 공식 

투표소로 투표 용지를 갖다 주셔야 합니다.

투표 용지가 집계되려면, 모든 투표 용지는 

선거일 8:00pm 까지 수령되어야 합니다.

오레곤은 우편으로 투
표합니다. 투표 용지가 
모든 유권자들에게 배

송될 것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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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에서 투표하는 

방법



오레곤 주 내에서 선출되는 직책들

주지사 주요 책임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주의 최고위자, 4년마다 선

출됨.

• 주립 군사와 군대의 최고위자

• 위원회와 공석의 대표를 임명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만듦 

법안을 거부하고, 법률을 내세우며, 현행 법

규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할 수 있음 

법무장관 주요 책임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주의 법 집행 공직의 최고위

자.  4년마다 선출됨. 

•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주를 대변 

• 주 내의 범죄 희생자 서비스 프

로그램을 지지 

주거 차별과 인종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법정

에서의 모든 법적 문제에 있어 주의 입장을 

대변 

선거 권리, 이민, 의료 서비스 시행을 포함하

는 오레곤 법 혹은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해

석을 발표 

국무장관 주요 책임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오레곤 선거 관리 위원의 최

고위자. 주지사의 첫번째 승

계자. 4년마다 선출됨.  

• 연방, 주, 지방 선거에의 참여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도움

• 공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게 보장

하는, 주의 회계 감사관의 역할

을 수행

어떤 오레곤 주민의 투표권도 불공정하게 부

정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도움 

오레곤 주 의회   •  오레곤 주 의회는 두 개로 나뉘어진다: 오레곤 주 상원과 오레곤 주 하원. 오레곤 주 의원들은 홀수 해에는 160일 동
안, 짝수 해에는 35일 동안 만난다.

오레곤주 상원의원 주요 책임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주는 30개의 상원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선거구

에서 한 명씩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상원의원은 4년마

다 선출된다.

• 주 세금, 교육, 보육, 천연 자원 

보호와 같은 영역에서의 주 법

을 제정

• 주지사와 예산 편성의 책임을 

공유 

오레곤 공립 학교와 주 전체의 영어 교육 프

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사업에 관련한 기금 

후원의 우선권을 결정 

시민권 상태나 소득으로 인한 장벽에 직면한 

API 공동체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음  

저소득과 중간 소득을 위한 주거의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계획을 바꿀 수 있음 

오레곤주 하원의원 주요 책임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60개의 하원 선거구가 있다. 

각 선거구에서 한 명씩의 하

원의원을 선출한다. 모든 하

원의원은 2년 마다 선출된다.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지방에서 선출되는 직책 

지방 정부의 직책은 특정한 선거구 혹은 시/카운티 내의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될 수 있다.  오레곤의 시 정부는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으

며, 어떤 곳에서는 시장이 가장 많은 권력을, 어떤 곳에서는 시 의회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투표하기 위해 당신의 시 정부에 대해 

더 배워보자.

시장 주요 책임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시 정부를 이끌기 위해 선출

된 공무원. 4년 동안 복무.

• 모든 도시 서비스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를 위한 예산을 제안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에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 

모자를 위한 비상 노숙자 보호소와 같은 적

정하고 안정적인 주거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막을 수 있는 도시 계획과 예산 결정을 함 

의회 투표를 통해 새 세금이나 요금을 도입

할 수 있음 

시 의회 주요 책임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의회 구성은 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선출되는 직위는 

시장과 함께 시 정부를 관리

하기 위해 일한다. 각 구성원

은 4년의 기간 동안 복무할 

수 있다. 시 의회 구성원의 절

반은 2년마다 재선을 통해 선

출된다.

• 도시 건축법, 도시 계획, 공공 서

비스 관리와 같은 모든 도시의 

사업에 대한 정책을 결정 

• 지역 사회에서 생겨나는 요구와 

문제에 응답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모자를 위한 비상 노숙자 보호소와 같은 적

정하고 안정적인 주거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막을 수 있는 도시 계획과 예산 결정을 함 

카운티 위원 주요 책임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카운티 정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선출된 공무원들. 각 위

원회에는 세 명에서 다섯 명

의 구성원이 있다. 

• 카운티 에이전시에 의해 제공되

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정책을 결

정

• 카운티 보건국, 대중 교통, 공공 

주택과 도서관 같은 지역사회 사

업을 제공

위와 동일

보안관 주요 책임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보안관은 지역에서 선출된 유

일한 법률 집행 직책이다.  각 

36개의 카운티는 한 명씩의 

보안관을 선출한다. 

• 카운티의 직할 구역에서 법 집행

을 제공, 그러나 보안관은 보통 

고유한 경찰 기관이 있는 도시를 

순찰하지 않음

• 카운티 교도소 관리

카운티 교도소 관리  

카운티 교도서에 연방 이민 구금과 관련한 

집행 재량권을 가짐 

체포



ASIAN PACIFIC AMERICAN NETWORK 
OF OREGON (APANO) 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

국인들을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 통합하는 주 단

위의, 민초 조직입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와 함께 힘

을 북돋고, 조직하며, 옹호함으로써 평등을 진전시

키기 위해 공동의 힘을 사용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Civic Engagement Man-

ager인 Kathy Wai 에게 kathy@apano.org 혹은 

(971)340-4861 로 연락하세요.

STRONG FAMILIES 는 Forward Together의 

한 프로그램 입니다. APANO는 Strong Families의 

멤버이며, Strong Families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

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가족에 대한 정책을 만드

는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170개가 넘는 

집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FB/APANONews 혹은FB/Strong-

FamiliesFBPage 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트위터@APANONews 혹은 @StrongFams 

을 팔로우 해주세요.

지역구 검사 주요 책임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중범죄, 경범죄, 심각한 교통 

위반에 대한 공소 제기  

• 카운티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에 대한 신원 조사, 파일화, 공

소 제기  

• 어떤 사건을 처리할 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짐 

•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처리를 포

함한 피해자에 대한 도움 제공 

가정 폭력부터 약물과 같은 공소 사건을 무

슨 죄로 기소할 것인지 결정  

사건을 마약 법원으로 넘길지 다른 대안적인 

선고나 다이버전 프로그램으로 넘길지를 결

정  

지역 학교 이사회 주요 책임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오레곤은 220개의 교육구가 

있으며, 각각은 지역적으로 

선출된 학교 이사회가 있다. 

학교 이사회는 보통 다섯 명

에서 일곱 명의 구성원이 있

으며, 전체적으로 혹은 교육

구에 의해 선출된다.

• 교육구를 이끌기 위한 정책 채택 

• 교육구 교육감 고용과 평가

• 일년 예산 승인

2016년에 APANO가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펼친 인종학과 같이, 지역 공립 학교에서 무

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  

경찰과 청소년의 상호작용의 수준을 포함하

여 학교 보안에 관한 결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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