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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 한인유권자연대 소개
필라 한인유권자연대(Korean Americans for Civic Participation, KACP)는 교
육, 리더쉽 개발, 시민참여 활동을 통해 필라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강화하고자 모
인 필라델피아 지역 한인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연대단체는 필라 한국여성봉사
회(Korean Women’s Center, 1985년 설립), 대필라델피아 한인회(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Philadelphia, 1970년 설립), 한인 커뮤니티
센터( Korean American Community Center, 1993년 설립)로,  2019년 지방선
거부터 한인 커뮤니티의 참여율과 정치력 신장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각 단
체의 인력, 재정,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연대를 결성하였습니다.
 
 
필라 한인유권자연대는 대필라델피아 지역 한인단체 중 동포들의 시민참여를 주
요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 중 상당수는 최근 이
민자이거나 영어구사에 제한이 있어, 지역과 주, 연방 선거 참여는 물론 전미 인
구조사와 같은 정부 조사에 참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 단체의 활동가들은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구사자로

모두 한인 이민자입니다. 따라서 일상의 경험과 일을 통해 커뮤니티 구성원이 직

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19년 필라 한인유권자연대 결성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한 예로 2016년 선거직후, 세 단체들은 이민자 동포들로부터 우려의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이민위협에 대처하고자 2017년 초 공동으로 이민법 설명회, 이민자 기

본권리 워크샵 등을 주최했습니다. 

 

한인유권자연대 활동을 통해, 필라델피아 지역의 한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또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커뮤니티의 문제를 널리 알리

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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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라델피아 지역과 몽고메리 카운티
한인 커뮤니티

2010년 인구조사통계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에는 약 41,000명의 한인이 거
주 중입니다. 이 중 대다수(30,879명)가 대필라델피아 지역, 즉 필라델피아,
몽고메리, 델라웨어, 벅스 및 체스터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
역 한인 중 약 2/3가 미국 영토 밖에서 태어났으며, 몽고메리 카운티내 한인
중 69퍼센트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한인은 비교적 최근에 미국으로 온 이민자 그룹에 속하지만, 필라델피아 시
에는 데이빗 오와 헬렌 김, 두 명의 한인 시의원이 활동 중입니다. 또한 펜실
베이니아 법무부 수석법무관을 지냈던 펄 김은 최근 연방 5지구 하원의원 후
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공직선거 출마에 보인 관심은 필라델피아 지역 한인들이 얼
마나 시민참여에 투자하고 있는지 증명한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펜실베이니
아 내 아시안계 미국인의 시민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
년부터 2012년까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아시아계 유권자 투표율은 35% 증
가했는데, 이는 라티노를 제외한 다른 인종의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유권자등록을 한 아시아계 유권자의 수는 23% 증가했으며,
이는 평균(5%)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4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라 한인유권자연대는 2019년과 2020년
선거, 그리고 2020년 전미 인구조사(센서스)에 한인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언어 및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 소셜 서비스(예를 들
어 교육자료와 안내서 배포, 워크샵 진행, 투표장 및 인구조사 참여를 위한 통
역 서비스와  온라인 지원 등)를 제공할 계획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 드
립니다.  
 
2019년 필라 한인유권자연대 선거 안내서가 한인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
민참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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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2019년 11월 5일

투표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10월 29일까지 다음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종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
성 후, 거주지 카운티오피스에 우
편 발송해야 합니다.

 

https://www.votespa.com/Votin
g-in-PA/Pages/Voting-by-
Absentee-Ballot.aspx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투
표 후 11월 1일까지 (해외 거주자나
군대 복무중인 경우는 11월 4일까
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어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투표 관련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
문이 있는 경우, 문의하세요.
 
필라 한인유권자연대
전화: 267-645-9654 
이메일: mel@kacp-philly.org

   edward@kacp-philly.org

 

 
 
직접 투표소에서 가서 투표하고 싶
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투표소가 어디인지 미리 확
인하세요.
https://www.pavoterservices.pa.g
ov/Pages/ PollingPlaceInfo.aspx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
지 운영됩니다. 사진이 있는 신분
증, 또는 사진이 없는 신분증이라
도 꼭 지참하십시오. 

 

카운티 선거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투표 방법 실습 영상을 미리 보고
가십시오.

 
 

투표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나요?
 
각 투표소는 장애인 지원장비를 최
소한 한 대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원필요 요청
서"(“Declaration of Need of
Assistance”)를 작성하시고 
도움을 줄 지인과 동행하세요. 선
거판사, 자신이 속한 노조 대표 혹
은 직장 고용주만 아니면, 누구에
든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장애가 있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대체 투표용지를 사용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otespa.com/Voting-in
PA/Documents/Alternative_Ballot_
Applic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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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방법 - 체스터 카운티, 몽고메리 카운티

몽고메리 카운티와 체스터 카운티는 선거 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유권자가 직
접 종이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스캔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투표장에 체크
인 후, 위의 그림과 같이 (1)투표용지를 받고, (2)펜을 이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하
고, 제대로 기표했는지 검토하신 후, (3)본인이 직접 스캐너에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장애미국인법 (ADA) 규정에 적합한 터치스크린 투표기계를 이용해서 투표
를 하시고, 인쇄하신 후, 종이 투표용지를 제출하는 스캐너에 스캔하셔도 됩니다.

종이 투표용지에 기표 후, 스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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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방법 : 벅스 카운티, 델라웨어 카운티

벅스 카운티와 델라웨어 카운티는 같은 모델의 터치스크린 투표기계를 사용합니
다. 투표장에 도착하면 투표확인증에 사인하여 체크인 합니다.  (1)투표기 화면의
모든 후보 칸에 빨간 불빛이 깜빡거릴 때까지 기다린 후, (2)원하는 후보 칸 안의 
 X표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기표했는지 확인 하신 후, (3)투표기 하단
'VOTE'라고 쓰인 녹색 버튼을 눌러 투표를 마칩니다. 

터치 스크린에 바로 기표하세요!

** 펜실베니아 주정부의 선거 안내 웸사이트인 votespa.com에서 각 카운티의 투
표 방법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votespa.com/Voting-in-
PA/Pages/Voting-System-Demos.aspx를 방문하여, 지도에서 거주하는 카운
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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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방법 - 필라델피아 카운티

 
 
(1) 투표지를 받으면 왼쪽 이미지
와 같이 투표기에 삽입합니다. 위
와 같이 투표기의 투표지 삽입부
와 투표지 오른쪽 모서리의 모양
이 일치하도록 넣습니다. 
 
 (2) 선택한 후보 칸이 녹색이 되도
록 스크린을 터치하여 기표합니
다.
 
 
(3) 터치스크린 기표를 마친 후
'Print  Ballot' (투표지 인쇄) 버튼
을 터치합니다.
 
 
(4) 투표결과가 프린트된 종이 투
표지가 나타나면 다시 검토하신
후, 
 
 
(5)'Cast'(투표 완료) 버튼을 터치
해서 투표를 마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종이 투표용지가 투표기
에 자동 수거됩니다.

종이 투표용지를 투표기에 삽입 후, 터치 스크린에 기표합니다!



중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는 분들을 위한 투표 정보

(정보제공: Votes PA)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나요?
 
다음에 해당하시면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도 가능합니다.
 
경범죄나 중범죄로 기소되어 구치소
에서 재판을 대기 중인 구금인인 경
우

 
경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는 경우

 
교정 시설 또는 사회복귀시설에서
이미 석방되었거나, 다음 선거일 전
에 석방될 예정인 경우. 경범죄나 중
범죄로 기소된 후 형기를 전부 복역
했어야 합니다.

 
보호관찰 중이거나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후 사회복귀시설에서 거주중
인 분도 포함됩니다

 
가택 연금 (구금) 중인 경우. 이 경우
라면 기소상태나 구금의 조건에 상
관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은 중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후 5년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더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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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없고,
따라서 투표도 할 수 없나요?
 
만약 다음에 해당하시면 유권자 등록
및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다음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간(10월 7일부터)  펜실베이니아에
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범죄로 기소되어 형무소에서
복역중이며 다음 선거일까지 석방되
지 않는 경우입니다. 중범죄가 아닌
1건 또는 그 이상의 경범죄로 현재
복역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
다.

 
사회복귀시설이나 기타 교정시설에
서 있으며, 중범죄 기소후 가석방 상
태에 있으나 다음 선거일 날짜까지
석방되지 않는 경우

 
지난 4년간 펜실베이니아 선거법 관
련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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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법안
 

5개 카운티(벅스, 체스터, 델라웨어, 몽고베리, 필라델피아) 해당 법안 
 
범죄 피해자 권리에 관한 헌법 수정안
 

범죄 피해자가 다음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펜실베니아주 헌법을 수정해야 합니까?
- 피해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엄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 보석 절차 진행 중 피해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는 권리
- 피해자가 공적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
-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합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피의자의 증거개시 및 제출요청을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피해자가 재산의 반환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재판절차가 지연되지 않을 권리
- 피해자가 위의 모든 권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 

(예  또는 아니오 투표)
 

필라델피아 카운티 해당 법안
 

  필라델피아시 조례 개정안: Bill No. 190290
 

필라델피아시 조례(Philadelphia Home Rule Charter) 중 시의 조달 절차와 관
련, 봉합입찰 한도 인상, 지역업체 납품을 위한 규정, 조달부서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까?  (예 또는 아니오 투표)

 

"예"로 투표하면, 봉합입찰 한도가 $25,000에서 $75,000으로 인상되며, 시 조달부
(the Procurement Department)가 지역 사업체와의 계약을 선호하도록 절차를 마
련하게 됩니다.
봉합입찰은 납품자와 직접 협상하지 않고 모든 입찰자에게 (입찰가를 포함해) 같은
내용의 기본 정보를 요구하는 비밀 입찰 방식입니다. 현재, 봉합입찰 방식은
$25,000 미만의 소요경비가 발생할 수 있고, 경쟁입찰 방식은 $25,000 이상의 소요
경비가 발생합니다.  

 
  2.  필라델피아 채권 관련 법안 : Bill No. 190431
 
필라델피아시는 교통기관, 도로 및 위생설비, 시 소유 건물, 공원 및 박물관,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등의 자본투자를 위해 일억팔천오백만불($185,000.000)의 채
권을 발행해야 합니까? (예 또는 아니오 투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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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주 전체 선거
2019년 선거에서는 펜실베니아주 고등법원 판사 2명을 뽑습니다.
 
후보자는 아만다 그린-호킨스(Amanda Green-Hawkins, 민주당), 메건 맥카시
킹(Megan McCarthy King, 공화당), 다니엘 맥카프리(Daniel McCaffery, 민주
당), 크리스틸리 펙(Christylee Peck,공화당) 입니다.  펜실베니아 변호사협회
(Pennsylvania Bar Association)의 후보자 평가(Candidate Ratings)는 다음 웹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abar.org/site/For-Lawyers/Committees-Commissions/Judicial-
Evaluation/Resources/JEC-Ratings/2019/Superior-Court 

 
2019년말 임기가 종료되는 고등법원(Superior Court)의 앤 E. 라자러스(Anne E.
Lazarus) 판사와 주디스 페렌스 올슨(Judith Ference Olsen) 판사, 펜실베니아
행정법원(Commonwealth Court)의 P. 캐빈 브랍슨(P. Kevin Brobson) 판사와
패트리샤 맥컬로(Patricia McCullough) 판사에 대해서는 10년 임기를 추가하는
재임투표(예 또는 아니오)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변호사협회와 펜
실베니아 모던 코트의 후보자 평가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abar.org/site/News-and-Publications/News/News-
Releases/2019/Sept/JEC-Retention-Ratings 
https://www.pabar.org/site/News-and-Publications/News/News-
Releases/2019/Sept/JEC-Retention-Ratings).

 
1895년 세워진 펜실베니아주 고등법원은 펜실베니아의 2개 항소법원 중 하나이
며, 카운티법원(Court of Common Pleas) 등 하급법원의 판례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합니다. 고등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판의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 일반법원(Court of Common Pleas)에서 판결된 대부분의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항소심
- 아동 또는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고등법원 판사 후보자는 후보지명을 청구할 당시 펜실베니아에서 최소 1년간 
거주한 사람으로, 펜실베니아 대법원 변호사회(Pennsylvania Supreme Court
Bar)에 소속해야 합니다. 고등법원 판사의 임기는 1 0년이며, 정년은 75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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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s County 벅스 카운티

 

벅스카운티는 3명의 카운티 커미셔너(County Commission), 1명의 법원서기관

(Clerk of Courts), 1명의 검시관(Coroner), 유서 등록 담당관(Register of

Wills), 재무국장(Treasurer)를 선출합니다. 또한 카운티법원(Bucks County Court

of Common Pleas) 판사, 약식재판소(Magisterial Court) 판사를 선출합니다. 판

사 후보에 대한 평가는 벅스카운티 변호사협회 평가(Bucks County Bar

Association rating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카운티 정부와 교육위원

선거 또한 진행됩니다.
 
County Commissioners 카운티 커미셔너
벅스 카운티 커미셔너 회의(The Board of Bucks County Commissioners)는 
3명의 커미셔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2명이 다수당을 대표합니다. 커미셔너의

역할은 카운티의 운영예산을 채택하고 집행하며, 카운티 인력을 관리하는 일입니

다. 2019년 카운티는 사억삼천이백육십만불($432,600,000) 예산과 이천사백명

의 풀타임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커미셔너의 임기는 4년이며 2018년 기준 연

봉은 구만오천불($95,000)입니다.

 
Clerk of Courts 법원 서기관
분기중범죄법원 서기관(The Clerk of the Court of Quarter Sessions Oyer and

Terminer)는 형사법원의 기록을 관리합니다. 법원 서기관은 또한 청소년 범죄와

부양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고, 법원 비용이나 배상액을 사정하여 징수하거나 지출

합니다. 펜실베니아의 법원 서기관 직책은 식민지 시대에 영국 정부기관의 일부로

존재했으며 펜실베니아주 헌법 개정으로 다른 여러 재판소와 함께 카운티법원

(Court of Common Pleas)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법원서기관의 임기는 4년이며

2018년 기준 연봉은 팔만육천불($86,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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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er 검시관
벅스카운티검시관(Bucks County Coroner)의 주요 업무는 카운티 내의 돌연

사, 의문사, 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입니다. 의사가 시신을 검시하지 않은 경

우, 검시관이 사망원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까지는 시신을 매장할 수없

습니다. 부검 외 다른 방법으로 사망원인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검시관은 검시

와 부검을 지시하게 됩니다. 만일 범죄행위 또는 부주의가 사망원인으로 밝혀지

면, 검시관은 검시를 지시하고 증인을 소환해서 형사상 부주의나 범죄의도를 밝

히게 됩니다. 범죄의도가 밝혀지면 해당사건은 일반법원(Court of Common

Pleas)에서 처리됩니다. 검시관은 또한 카운티 내의 모든 법의학 조사를 관리합

니다. 검시관의 임기는 4년이며 2018년 기준 연봉은 육만구천오백이십구불

($69,529)입니다.
 
Register of Wills 유서등록 담당관
벅스카운티 유서등록 담당관(Bucks County Register of Wills)의 주요 업무는

유서를 검인하고 고인의 유산관리 절차 완료를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를 수리하

는 일입니다. 고인이 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유서등록 담당관에게 청원이 신청

된 경우, 유서등록 담당관은 유산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서등록 담당

관은 또한 펜실베니아주를 대신해서 상속세(tax)를 징수합니다. 검시관은 필요

시 준사법권을 행사하여 청문회를 진행하고 유산 집행인 또는 유산 관리인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유서등록 담당관은 고아법원(Orphan’s Court) 서기관으로

입양, 보호자, 유산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수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합니

다. 유서등록 담당관은 또한 벅스카운티 내 모든 결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유

서등록 담당관의 임기는 4년이고 2018년 기준 연봉은 구만삼천삼백이십일불

($93,321)입니다.
 
Treasurer 재무국장
벅스카운티 재무국장(Bucks County Treasurer)은 카운티의 모든 자금을 징수,

투자, 지출, 결산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재무국은 64개 은행과 재무제표를 관

리하고 카운티의 모든 수표를 지출하고 약 75,000개의 주 면허신청서를 처리합

니다. 또한 재무국은 펜실베니아주의 위임을 받아 개등록증, 사냥면허증, 낚시

면허증, 레저용 총기등록증, 임시선박등록증, 빙고 또는 소규모 도박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또한 재무국은 법령515/319 롤백 세금(Act 515/319 rollback

taxes)과 벅스카운티 호텔숙박임대 세금의 징수와 지출을 담당합니다. 재무국

장은 투자위원회의 회장을 맡으며 퇴직금위원회 회원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의 회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재무국장의 임기는 4년이며 2018년 기준 연봉은

팔만육천불($86,000)입니다.

 



13

Bucks County Court of Common Pleas 벅스카운티법원
벅스카운티법원은 펜실베니아의 일반재판 관할법원(Courts of General Trial

Jurisdiction)입니다. 카운티법원은 식민지 시대의 펜실베니아 법령 때부터 존재

했으며,  1776년 펜실베니아 헌법에 포함되었습니다. 벅스카운티법원은 현재 13

명의 판사와 2명의 선임판사(Senior Judge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운티법원

은 재판관들이 선출한 수석판사(President Judge)가 관리, 감독하며 수석판사의

임기는 5년입니다. 
 

카운티법원 판사 후보자들은 입후보 시 관할 선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어야 하고 펜실베니아주 대법원 변호사회의(Pennsylvania Supreme Court Bar)

소속이어야 합니다. 카운티법원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정년은 75세입니다. 

 

Bucks County Magisterial District Courts 

벅스카운티 약식재판소
벅스카운티에는 18개의 약식재판소가 있습니다. 약식재판소에서는 모든 교통법

규와 주차위반에 관련된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약식재판소는 기소와 예심을 포

함한 형사소송 또는 개별 형사소송, 그리고 $12,000 이하의 민사소송이나 집주인

과 세입자 간의 소송을 처리합니다. 약식재판소 판사는 결혼서약을 처리하고 주

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소 판사 후보자는 입후보 시 관할 선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펜실베니아주 변호사회의(Pennsylvania Bar)에 소속되어 있거나 마이너 사법교

육위원회(Minor Judiciary Education Board)가 주관하는 엄격한 교육과정을 성

공적으로 수료하고 펜실베니아 법원행정부(Administrative Office of

Pennsylvania Courts)에서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약식재판소 판사의 임기는 6

년이며, 정년은 75세입니다. 

 

벅스카운티 후보자 명단 : 
http://www.buckscounty.org/docs/default-

source/boe/2019municipalelectionunofficialcandidatelistwbuttonnumbers.pdf?

sfvrsn=0

 

선거일 관련 주요 정보
유권자등록, 투표장소, 투표방법에 대한 문의는 필라 한인유권자연대(267-645-

9654)에서 받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 또는 선거법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215-348-6344)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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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ter County 체스터 카운티

 
County Commissioners 카운티 커미셔너
체스터 카운티 커미셔너회의의 3인의 커미셔너는 카운티를 운영하는 최상위의
직책을 맡습니다. 커미셔너회의는 집행부 직원들과 함께 카운티 정부를 관리하
고 정책개발, 예산관리 등의 카운티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카운티 커미셔너의
임기는 4년입니다.
 
District Attorney 지방검사
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사는 10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들을 관리하여 카운
티의 형사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합니다. 지방검사의 임기는 4년입니다.  
 
Prothonotary 수석서기관
수석서기관은 체스터 카운티법원의 민사담당 서기관으로 민사소송의 기록을 담
당합니다. 또한 법원의 영장에 정식 서명과 인장을 부여하고 법원에서 생산되는
많은 문서들을 처리합니다. 수석서기관은 여권신청서를 처리하고, 개명,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결정, 이혼, 면허정지에 대한 항소, 세금 선취득권(Tax Lien), 학
교 감사(School Audit) 등의 업무를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법원서기관은 라틴어
로 첫번째, 최고, 최상의 행정관을 의미하며, 이 직책은 고대 로마시대에 등장했
습니다. 수석 서기관은 약 일백사십만불($1.4 Million)의 예산을 관리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Recorder of Deeds 부동산등기 담당관
부동산등기 담당관은 체스터 카운티의 부동산 관련 기록, 병역기록, 위임서류
(commissions), 기타 공문서를 보존하는 공공저장소의 관리자입니다. 임기는 4
년입니다.  
 

 

체스터 카운티는 3명의 카운티 커미셔너
(County Commission), 1명의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1명의 법원서기관(Prothonotary),   
1명의 부동산등기 담당관(Recorder of
Deeds), 1명의 유서등록 담당관(Register of
Wills), 1명의 보안관(Sheriff)을 선출합니다. 또
한 체스터 카운티법원(Chester County Court
of Common Pleas)과 약식재판소(Magisterial
Court) 판사를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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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of Wills 유산등록 담당관
체스터 카운티 유서등록 담당관의 주요 업무는 유서를 검인하고 고인의 유산관리

절차완료를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를 수리하는 일입니다. 고인이 유서를 작성하

지 않았고 유서등록 담당관에게 청원이 신청된 경우, 유서등록 담당관은 유산관

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시관은 또한 펜실베니아주를 대신해서 상속세(tax)

를 징수합니다. 유서등록 담당관은 필요시 준사법권을 행사하여 청문회를 진행하

고, 유산집행인 또는 유산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서등록 담당관은 고아

법원(Orphan’s Court) 서기관으로 입양, 보호자, 유산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수리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합니다. 유서등록 담당관은 또한 카운티 내 모든 결

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유서등록 담당관의 임기는 4년입니다.
 
Sheriff 보안관
체스터 카운티 보안관은 펜실베니아 헌법이 보장하는 카운티의 최고 사법 집행관

입니다. 지방경찰과 주경찰이 대부분의 치안업무를 담당하지만, 보안관은 법원의

명령, 카운티 법원에서 발급한 민형사 사건의 영장을 집행하고, 재판을 위한 펜실

베니아주 내와 타주의 범죄자를 호송합니다. 또한 다른 사법집행부를 지원해서

음주운전 위반자를 처리하고, 총기면허를 발급하고, 동산과 부동산매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나 범죄자 체포를 위해 타 사법집행부를 지원할 수 있

으며, 법원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임기는 4년입니다.
 
Chester County Court of Common Pleas 체스터 카운티 일반법원
체스터 카운티법원은 웨스트 체스터(West Chester)에 위치한 일반재판 관할법

원(Courts of General Trial Jurisdiction)입니다. 체스트 카운티법원은 12명의 판

사와 2명의 선임판사(Senior Judg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과 청소년 형사사

건, 금전, 재산,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 입양, 유산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담당합니다. 

 

카운티법원 판사 후보자들은 입후보 시 관할 선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어야하고, 펜실베니아주 대법원 변호사회(Pennsylvania Supreme Court Bar)

소속이어야 합니다. 카운티법원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정년은 75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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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ter County Magisterial District Courts 

체스터 카운티 약식재판소
체스터 카운티에는 17개의 약식재판소가 있습니다. 약식재판소에서는 모든 교
통법규와 주차위반에 관련된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약식재판소는 기소와 예심
을 포함한 형사소송 또는 사적 형사소송, $12,000 이하의 민사소송이나 집주인
과 세입자 간의 소송을 처리합니다. 약식재판소 판사는 결혼서약을 처리하고
주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소의 판사 후보자는 입후보 시 관할선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
고,  펜실베니아주 변호사회(Pennsylvania Bar)에 소속하거나, 마이너 사법교
육위원회(Minor Judiciary Education Board)가 주관하는 엄격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펜실베니아 법원 행정부(Administrative Office of
Pennsylvania Courts)에서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약식재판소 판사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5세입니다. 
 
 
체스터 카운티 후보자 명단 : 
https://pachestercounty2.civicplus.com/DocumentCenter/View/51252/
NOV2019-CANDIDATES?bidId= 
 
선거일 관련 주요 정보
유권자등록, 투표장소, 투표방법에 대한 문의는 필라 한인유권자연대(267-
645-9654)에서 받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 또는 선거법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610-344-68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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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ware County 델라웨어 카운티

 
County Council 카운티 의회
델라웨어 카운티의 헌법에 따르면, 5명으로 구성된 카운티 의회는 조례, 결의, 성

명 등을 승인하고,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예산과 인력을 제공할 권한이 있습니

다. 카운티 의회는 매년 예산을 승인하고, 세금 또는설비투자를 위한 채권발행으

로 자금을 마련하며, 카운티 직원의 규모와 보수기준을 확정합니다. 또한 경제개

발, 대중교통, 폐기물처리, 복지, 토지사용, 문화 등의 업무에 관여합니다.  카운티

의회는 법이 규정하거나 카운티의 안녕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의하며, 다른연방, 주, 지방정부 조직과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

다. 카운티 의회는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교부된 복지사업비를 분배합니

다. 카운티 전 지역을 대표하는 카운티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2년에 한번씩 2명

또는 3명의 카운티 의원에 대한 선거가 진행됩니다. 2019년에는 3명의 카운티 의

원을 선출합니다.  
 
District Attorney 지방검사
델라웨어 카운티 지방검사는 1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들을 관리하여 카운

티의 형사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합니다. 지방검사의 임기는 4년이며 연봉은 십칠

만구천불($179,000)입니다. 
 
 
 

 

델라웨어 카운티는 1명의 지방검사
(District Attorney), 총 5명의 카운티 의
원(County Council) 중 2명, 카운티법원
(Delaware County Court of Common
Pleas)과 약식재판소(Magisterial
Court)의 판사를 선출합니다. 현재 카운
티법원 판사로 활동하는 린다 칼티싸노
(Linda Cartisano)의 재임투표도 진행되
며, 카운티 정부와 교육위원에 대한 선거
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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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ware County Court of Common Pleas 델라웨어 카운티 일반법원

델라웨어 카운티법원은 미디아(Media)에 위치한 일반재판 관할법원(General

Jurisdiction Trial Court)입니다. 델라웨어 카운티법원은 17명의 풀타임 판사와 5명

의 선임판사(Senior Judg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과 청소년형사사건, 금전, 재

산,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 입양, 유산 등 다양한 사건에대한 판결을 담당합

니다. 카운티법원 판사 후보자들은 입후보 시 관할 선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펜실베니아주 대법원 변호사회(Pennsylvania Supreme Court Bar)에 소속해

야 합니다. 카운티법원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정년은 75세입니다.
 

Delaware County Magisterial District Courts 

델라웨어 카운티 약식재판소
델라웨어 카운티 약식재판소는 펜실베니아주 내에서 사법권을 집행하는 첫번째

기관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사법체제를 경험하는 법원입니다.  델라

웨어 카운티에는 30개의 약식재판소가 카운티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출

된 약식재판소 판사가 각각의 법원에서 주재합니다. 약식재판소에서는 모든 교통

법규와 주차위반에 관련된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약식재판소는 기소와 예심을

포함한 형사소송 또는 사적 형사소송, 그리고 $12,000 이하의 민사소송이나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소송을 처리합니다. 약식재판소 판사는 보석을 결정하고, 경

범죄나 흉악범죄 사건의 예심을 진행해서, 사건을 기각하거나 추가적인 판결을

위해 카운티법원으로 이심시킬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소 판사는 결혼서약을 처

리하고 주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소 판사 후보자는 입후보 시 관할 선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펜실베

니아주 변호사회(Pennsylvania Bar)에 소속하거나, 마이너사법교육위원회(Minor

Judiciary Education Board)가 주관하는 엄격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펜실베니아 법원행정부(Administrative Office of Pennsylvania Courts)에서 증

명을 받아야 합니다. 약식재판소 판사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5세입니다. 
 

델라웨어 카운티 후보 명단 : 
http://www.delcopa.gov/electionsbureau/CandidateList.html#L1
 

선거일 관련 주요 정보
유권자등록, 투표장소, 투표방법에 대한 문의는 필라 한인유권자연대(267-645-
9654)에서 받습니다.
투표 법안이나 후보자의 법적 문제에 관한 문의는 610-891-4673에서 받습니다. 선
거법 위반사례 또는 선거법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610-891-41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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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gomery County 몽고메리 카운티

몽고메리 카운티는 
카운티 커미셔너(County Commission), 
법원서기관(Clerk of Courts), 
회계감사관(Controller), 
검시관(Coroner),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수석서기관(Prothonotary), 
부동산등기 담당관(Recorder of Deeds),
유서등록 담당관(Register of Wills), 
보안관(Sheriff),  재무국장(Treasurer), 
카운티법원(Delaware County Court of
Common Pleas)과 약식재판소
(Magisterial Court) 판사를 선출합니다. 
또한 카운티정부와 교육위원에 대한 
선거도 진행됩니다.
 

 

펜실베이니아 남동부에 위치한 몽고메리 카운티는 주에서 세번째로 인구가 많은
카운티로, 총 823,000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 명으로 구성된 카
운티 커미셔녀 이사회는 연간 4억불의 예산과 2,400명이 넘는 직원을 총괄합니
다. 커미션은 십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물론, 카운
티 법원과 형법 제도, 유권자 서비스, 130개의 교량, 75마일의 도로와 기타 기간시
설, 일곱 개의 카운티 공원 및 100마일에 가까운 트레일 등을 관리합니다.  
 
카운티의 최고 직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커미셔너와 지역법
원, 각 부서장들이 카운티를 관리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카운티 조직도를 참고하
세요.) 

 

County Commissioner 카운티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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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커미셔너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요?
 
임명

모든 부서장을 임명함
카운티 내 이사회, 관리기관, 위원회
의 구성원 대부분을 임명함.
모든 카운티 직원을 임명하고 임금
수준을 책정함.

 
자산 관리
카운티 자산 관리.
카운티가 관리하는 도로 및 교량을
관할함. 
법원 및 기타 카운티 시설 (예를 들
어, 법원 심리를 기다리는 10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을 수용하는 청소년
구치소 등) 관리함.

 
재정 관리
재정 행정 전반을 관리함.
연간 예산을 상정하고 실행함.
재산세를 상정함.

후보

민주당 발 알쿠시 (Val Arkoosh)
민주당 케네스 로렌스 주니어

     ( Kenneth E. Lawrence, Jr.)
공화당 프레드 코너(Fred Conner)
공화당 조 게일(Joe Gale)

 
커미셔너 회의는 총 3명의 커미셔너로
구성되며, 커미셔너는 매 4년 임기로
카운티 전체에서 선출됩니다. 선출된
커미셔너들이 그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선택합니다. 현재 커미셔너는 발 아쿠
시 박사(의장), 케네스 로렌스 주니어,
그리고 조셉 게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네 명의 커미셔너 후
보 중 두 명을 골라 투표하시면 됩니
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세 명의 후보
가 커미셔너로 선출됩니다.
 
 



21

Clerk of Courts 법원서기관 
법원서기관은 몽고메리 카운티 형사법원의 서기관이며 모든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존합니다. 법원서기관은 개별 사건과 관련하여 보존된 모든 문서에 대한 색인
과 일람표를 관리합니다. 법원은 개별사건에 대한 비용과 배상액을 사정하고 징
수합니다. 이러한 비용과 배상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합한 지방, 카운티, 주
정부와 배상 피해자에게 배분됩니다. 서기관은 또한 보석금을 징수하고 재판 절
차 종료 후 환급하는 업무를 책임집니다. 서기관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기록과
명부를 보존 관리하고, 선거위원, 순경, 사립탐정을 임명합니다. 법원서기관의
임기는 4년이며, 2018년 기준 연봉은 칠만구천백육십불($79,160)입니다. 
 
Controller 회계감사관
회계감사관은 몽고메리 카운티의 재정 업무와 계좌관리, 자금의 징수, 수납, 분
배의 모든 업무를 감독합니다. 회계감사관은 감사를 진행하고 임금과 연금 회계
기록을 관리하며, 임금위원회, 금고위원회, 투자위원회, 몽고메리 카운티 고용자
연금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회계감사관의 임기는 4년이며 2018년 기준
연봉은 칠만구천백육십불($79,160)입니다.  
 

Coroner 검시관
몽고메리 카운티 검시관은 돌연사, 변사, 폭력 사망사건 등, 질병에 의한 자연사
가 아닌 모든 사망사건, 또는 펜실베니아주 의료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기존 진료
기록만으로는 적절하게 확인할 수 없는 사망에 대해 조사하고 증명합니다. 검시
관은 최신 과학기법으로 증거 분석과 조사를 진행하여, 사법집행부 및 법원과 사
법부서, 보건부서, 환경부서를 지원합니다. 검시관의 임기는 4년이며, 2018년 기
준 연봉은 칠만구천백육십불($79,160)입니다. 
 
District Attorney 지방검사
몽고메리 카운티 지방검사는 50여명의 검사, 40여명의 수사관, 50명의 보조인
력들을 관리하여, 연간 9,500여 건의 형사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합니다. 지방검
사의 임기는 4년이며, 2018년 기준 연봉은 십칠만오천칠십이불($175,572)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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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honotary 수석서기관
수석서기관은 선출직으로 몽고메리 카운티법원 재판소에서 모든 민사소송 절차
를 기록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또한 법원의 영장에 정식 서명과 인장을 부여하
고, 법원에서 생산되는 많은 문서들을 처리합니다. 수석서기관은 여권신청서를
처리하고, 개명,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결정, 이혼, 면허정지에 대한 항소, 세금
선취득권(Tax Lien), 학교 감사 등의 업무를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법원서기관은
라틴어로 첫번째, 최고, 최상의 행정관을 의미하며, 이 직책은 고대 로마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수석서기관의 임기는 4년이며, 2018년 기준 연봉은 칠만구천백
육십불($79,160)입니다. 
 

Recorder of Deeds 부동산등기 담당관
몽고메리 카운티 부동산 등기 담당관은 등기소에서 기록되는 모든 토지 관련 기

록과 문서의 정확성을 보장, 유지하고, 카운티와 펜실베니아주에서 책정하는 수

수료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펜실베니아주, 카운티 행정구역, 자치도시, 학군

에서 책정하는 세금을 징수하고 배분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부동산 등기 담당관

은 서약을 진행하고, 공증위임 기록을 관리하며, 토지 거래와 관련된 모든 카운티

기록과 색인, 문서 또한 보존하고 관리합니다. 등기소는 모든 채권, 카운티 선출

직 임원과 일반법원 및 소액재판지방법원 판사들의 위임서류, 모든 복무대상자와

예비역 군인들의 병역기록, 서브디비전(커뮤니티) 및 펜실베니아주 고속도로와

철도 계획, 변호인 위임장 등 각종 문서를 보관합니다. 등기소 직원들은 연간

100,000여건의 문서를 기록, 색인, 또는 스캔합니다. 부동산등기 담당관의 임기

는 4년이며, 2018년 기준 연봉은 칠만구천백육십불($79,160)입니다. 

 

Register of Wills 유서등록 담당관
몽고메리 카운티 유서등록 담당관은 유서를 검인하고, 유산관리장을 교부하는 권

한이 있으며, 펜실베니아주를 대신해 연간 팔천만불($80,000,000)의 상속세를

징수합니다.  또한 유서등록 담당관은 유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의 의견서와 입양

신청서도 수령합니다. 법에 따라 공인된 유서와 특정 유가증권의 양도를 위한 사

망증명서도 발급합니다. 검시관은 고아법원(Orphan’s Court) 서기관으로 결혼증

명서를 발행하고 고아법원의 소송사건 일람표를 관리합니다. 입양, 보호자, 유산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수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합니다. 유서등록 담당관

은 1893년부터 1915년까지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출생기록

을 보관합니다. 1915년 이후의 출생기록은 펜실베니아 보건부가 보존하고 있습니

다. 유서등록 담당관의 임기는 4년이며 2018년 기준 연봉은 팔만천구백육십불

($81,9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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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iff 보안관
몽고메리 카운티 보안관은 펜실베니아 헌법이 보장하는 카운티의 최고 사법집행

관입니다. 지방경찰과 주경찰이 대부분의 치안업무를 담당하지만 보안관은 법원

의 명령, 카운티 법원에서 발급한 민형사 사건의 영장을 집행하고, 재판을 위해

펜실베니아주 내와 타주의 범죄자를 호송합니다. 또한 다른 사법집행부를 지원해

서 음주운전 위반자를 처리하고, 총기면허를 발급하며, 동산과 부동산 매매를 처

리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나 범죄자 체포를 위해 타 사법집행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 단지(Montgomery County Justice Complex)

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보안관의 임기는 4년이며, 2018년 기준 연봉은 칠만구천

백육십불($79,160)입니다.
 
Treasurer 재무국장
재무국장(Bucks County Treasurer)은 몽고메리 카운티의 모든 자금을 관리합니

다. 재무국은 카운티 세금과 수수료, 연방정부 교부금 등, 카운티에 지불되는 모

든 자금을 수령하고 예금합니다. 재무국장은 카운티의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과

카운티 채무이행을 위해 적절한 승인절차에 따른 지출업무를 수행합니다. 재무국

은 펜실베니아주의 위임을 받아 개등록증, 사냥면허증, 낚시면허증, 레저용 총기

등록증, 임시선박등록증, 빙고 또는 소규모 도박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또한 재무

국은 카운티의 관광컨벤션사무국(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을 위해 4%

의 호텔숙박 세금을 징수합니다. 재무국장은 카운티 투자위원회의 회장을 맡으

며, 퇴직연금위원회(Employees' Retirement System) 회원 및 수탁기관 선정위

원회(County Depository Board) 회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재무국장의 임기는

4년이며 2018년 기준 연봉은 칠만구천백육십불($79,160)입니다. 
 
Montgomery County Court of Common Pleas 

몽고메리 카운티법원
몽고메리 카운티법원은 노리스타운(Norristown)에 위치한 일반재판 관할법원

(General Jurisdiction Trial Court)입니다. 카운티법원은 23명의 풀타임 판사와

5명의 선임판사(Senior Judg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과 청소년 형사사건, 금

전, 재산,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분쟁, 입양, 유산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담당합니다. 카운티법원 판사 후보자들은 입후보 시 관할 선거구에서 1년 이상 거

주하고, 펜실베니아주 대법원 변호사회(Pennsylvania Supreme Court Bar)에

소속해야 합니다. 카운티법원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정년은 75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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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gomery County Magisterial District Court 

몽고메리 카운티 약식재판소
몽고메리 카운티에는 30개의 약식재판소가 카운티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식재판소에서는 모든 교통법규와 주차위반, 그리고 교통법규 외 위반사항에

관련된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약식재판소는 기소와 예심을 포함한 형사소송 또

는 사적 형사소송, 그리고 $12,000 이하의 민사소송이나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소송을 처리합니다. 또한 약식재판소 판사는 결혼서약을 처리하고 주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소 판사 후보자는 입후보 시 관할 선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

고, 펜실베니아주변호사회의(Pennsylvania Bar) 소속이며, 마이너사법교육위원

회(Minor Judiciary Education Board)[s5] 가 주관하는 엄격한 교육과정을 성공

적으로 수료하고, 펜실베니아 법원행정부(Administrative Office of

Pennsylvania Courts)에서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5세

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후보 명단 :
https://www.montcopa.org/DocumentCenter/View/25435/Unofficial-

Candidate-List-GE19

 

선거일 관련 주요 정보
유권자등록, 투표장소, 투표방법에 대한 문의는 필라 한인유권자연대(267-645-

9654)에서 받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 또는 선거법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610-278-309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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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시장
필라델피아시 조례(Philadelphia's Home Rule Charter)에 따르면, "시의 업무
집행권과 행정권은 조례가 정하고 인정한 공무원, 부서, 이사회 및 위탁위원회에
전적으로 부여"됩니다. 시장은 조례에 언급된 시 공직자와 각 부서장, 각 이사회
및 위탁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임명하며, 47억 달러의 예산과 25,000명 이상의 직
원들을 관장합니다. 시장 후보자는 만 2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필라델피아에
3년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시장의 임기는 4년이며 한 번 재임이 가능합니
다. 연봉은 $218,000입니다.
 
City Council 시 의회
시의회는 17명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의 입법 주체로, 시의회가 다수결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시장이 서명해 법으로 제정됩니다. 시장이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을 행사하면 시의회는 의원수 3분의 2의 결의로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17명의 시의원 중 7명은 필라델피아 시민 전체가 선출하며 시 전체를

대표(At-Large)합니다. 7명 중 5명 이상이 필라델피아 등록 유권자 중 다수가 지

지하는 정당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지역구(District)  시의원은 소

속 정당의 제한없이 선출됩니다. 시의원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 시민

으로 필라델피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 지

역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횟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의장(Council President)의 연봉은 십육만사천불

($164,000)이며, 다른 시의원들의 연봉은 십삼만육백육십팔불($130,668)입니

다. 
 

 

Philadelphia County 필라델피아 카운티
 
필라델피아는 시장(Mayor), 17명의 시의원(City Council,

10명의 개별 지역구 의원과 7명의 전체 시의원), 유서등록

담당관(Register of Wills), 보안관(Sheriff), 3명의 시 커미

셔너(City Commissioner), 그리고 카운티법원

(Philadelphia Court of Common Pleas)과 시법원

(Municipal Court)의 판사를 선출합니다. 또한 10명의 일반

법원 판사와 5명의 시 지방법원 판사의 재임선거도 진행됩

니다.

https://seventy.org/uploads/files/84252017213333599-how-city-council-works-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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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Commissioners 시 커미셔너
시 커미셔너 사무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시 커미셔너는 양당 연립으

로 선출된 3명이며 구성되며, 필라델피아의 선거와 투표자 등록 업무를 맡습니

다."  선거위원회(Board of Elections)라고도 불리는 커미셔너들은 “연방 선거법

과 주 선거법에 따라 투표자 등록과 선거가 진행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적

용합니다." 필라델피아 등록 유권자 중 다수가 지지하는 정당을 대표하는 커미셔

너는 2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커미셔너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 시민으

로 필라델피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전 지역에서

활동하며 임기는 4년, 연임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필라델피아

유권자는 2명의 커미셔너를 선출하게됩니다. 수석 커미셔너의 연봉은 십사만불

($140,000),  다른 두 커미셔너의 연봉은 십삼만육백육십팔불($130,668)입니다. 
 

Register of Wills 유서등록 담당관
필라델피아 유서등록 담당관은 유서를 검인하고, 사망자가 유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 유산관리장을 교부하는 권한이 있으며, 펜실베니아주를 대신해 유서, 유산

목록 등 관련 문서를 보존하고, 상속세 신고와 징수 업무를 진행하며, 결혼증명서

도 발행합니다. 유서등록 담당관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4년, 연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으로 필라델피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하며, 연봉은 십삼만육백유십팔불($130,660)입니다. 
 

Sheriff 보안관
필라델피아 보안관은 필라델피아 1심 법원의 안전을 책임지며, 법원명령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 처분재산의 공매를 집행합니다. 필라델피아 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안관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4년, 연임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안관 후보자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필라델피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연봉은 십삼만육백유십팔불($130,660)입니다. 

 
Philadelphia Court of Common Pleas 필라델피아 카운티법원
카운티법원은 펜실베니아 일반재판관할 법원(Pennsylvania’s Courts of
General Trial Jurisdiction)이며,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져 1776년 펜실베니아주
헌법에 명기되었습니다. 카운티법원의 판사들은 재판법원, 가정법원, 고아법원
으로 나뉘어 활동하며, 법원장(President Judge)을 선출합니다. 선출된 법원장
은 5년의 임기동안 카운티법원 판사들을 감독합니다. 카운티법원 판사 후보자들
은 입후보 시 관할 선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펜실베니아주 대법원 변호사회
(Pennsylvania Supreme Court Bar)에 소속해야 합니다. 카운티법원 판사의 임
기는 10년이며, 정년은 75세입니다.
 
 

 



27

 

Philadelphia Municipal Court 필라델피아 시 법원

필라델피아 시법원은 제한적인 사법권이 있는 법원이며, 숙련된 법률지식을 보

유한 판사들이 최고 징역 5년 이내의 형사사건, $10,000불 이하 소액배상의 민

사사건, 배상금의 제한이 없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소송, 최고 $15,000불의 부

동산 또는 학교 세금 관련 재판을 진행합니다. 시법원은 형사사건으로 체포된 모

든 성인들이 접하는 사법권의 첫번째 단계이며, 대부분의 성인 흉악범죄의 예심

을 진행합니다. 시법원 판사 후보자는 입후보시 관할 선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해야 하고, 펜실베니아주 대법원 변호사회(Pennsylvania Supreme Court Bar)

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법원 판사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5세입니

다. 

 

 

필라델피아 후보 명단:

https://www.philadelphiavotes.com/en/voters/candidates-for-office

 

선거일 관련 주요 정보

유권자등록, 투표장소, 투표방법에 대한 문의는 필라 한인유권자연대(267-645-

9654)에서 받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 또는 선거법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215-686-9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선거안내서의 10~27쪽 내용의 원문은 Committee of Seventy 웹사이트 발췌문을 필라한인

유권자연대가 번역, 수정한 것으로, 원문(영문)의 저작권은 Committee of Sevent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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