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주의회 소개

주의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 의원은 누구입니까?

워싱턴 주의회는 2개의 주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원은 98명의 
하원의원으로, 상원은 49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하원 및 상원 의원은 해당 
주의 특정 지역(입법구라고 함)을 대표하도록 
선출됩니다. 여러분은 거주하는 주의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회의 주요 기능은 워싱턴주 주민들의 건강, 
교육 및 일반 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을 개정하며, 주를 양호한 경제 및 환경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의회는 주의 예산도 책임집니다.
그들은 홈 케어 요율 전액을 지원할 것인지, 요양원의 
임금 인상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주정부가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정치인들입니다.

주의회는 연방 정책을 만드는 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의원은 우리, 즉, 유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선출된 사람들입니다(이 때문에 선거철에 간병인을 지지하는 
의원에게 투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원들은 농업에서 요양원 기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투표하며 대부분은 장기 요양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원은 간병인인 여러분의 직접적인 경험을 들음으로써 유익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전에 
의원을 만난 적이 없다면, 의원에게 간병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고 장기 간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의원과의 만남이란 
어떤 것입니까?

입법 보좌관은 어떤 
일을 합니까?

만남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의원과의 만남은 
5-10분 정도만 걸립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만남이 시작될 때 얼마나 오래 만날 수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대화할 내용에 대한 팁: 여러분의 의견을 
간결하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의원들이 우리의 요점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들은 여러분과 
해당 지역구의 다른 사람들과 만나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주의회에서 여러분을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쾌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의원들은 바쁘고 
갑작스러운 일정 번경 또는 긴급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좌관과의 만남은 의원과의 
만남만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원은 많은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입법 의제를 개발하고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우리와 같은 유권자를 
만나는 일은 종종 의원 보좌관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