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에 어떻게 출마하나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	세 이상의 호주 시민이어야 하고

•	 지역구에 거주하거나 지역구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해야 하고

•	 선거구 지역의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	 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다음에는 여러분을 후보자로 지명하는 추천서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	 여러분이 지명된 지역구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적어도 두 명의 자격있는 주민, 또는 

•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의 등록된 담당자

여러분은 반드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후보 

지명이 마감되는 날의 정오까지 보증금과 함께 해당 

양식을 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NSW Electoral 
Commission	에서 후보 지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뒷면에 기재). 

선거운동 계획은 최대한 빨리 세우는 것이 좋으며 

포스터나 소책자, 가정 방문, 방송 매체 및 광고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 및 그 지지자들이 공개, 

출판, 배부할 수 있는 정보에는 엄격한 법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정보도	 NSW Electoral Commission	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선거운동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정치 후원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NSW 
Election Funding Authority	 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락처는 뒷면에 기재).

추가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DLG와 LGSA 웹사이트에서  
시의회의원 되기 에 대한 추가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 

여러분의 지역 시의회
DLG	웹사이트에서	

NSW Local Government Directory
연락처를 참고하세요 (아래 참고)

Division of Local Government
Department of Premier and Cabinet (DLG)

이메일:	dlg@dlg.nsw.gov.au
홈페이지: www.dlg.nsw.gov.au

전화: (02) 4428 4100

Local Government Remuneration Tribunal
Local Government Remuneration Tribunal 

부분을 참고하세요.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f NSW and 
Shires Association of NSW (LGSA)

이메일:	lgsa@lgsa.org.au
홈페이지:	www.lgsa.org.au

전화:	(02) 9242 4000

New South Wales Electoral Commission
이메일:	enquiries@elections.nsw.gov.au

홈페이지: www.elections.nsw.gov.au
전화: (02) 9290 5999

New South Wales Election Funding Authority
이메일:	enquiries@efa.nsw.gov.au

홈페이지:	www.efa.nsw.gov.au
전화: (02) 1300 022 011

Australian Local Government Women’s 
Association NSW Branch

이메일: algwasecretariat@gmail.com
홈페이지: www.algwa.org.au

전화: 0418 699 350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들은 풍부한 다양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시의회는 여성, 

원주민, 토레스 해협 주민들, 다른 문화 및 언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 장애인 및 젊은이들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시의회는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지방정부 선거에 출마하세요!

BE A COUNCILLOR.
여러분의 지역사회를 대표하세요. 

시의원이 되세요.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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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가 시의회 의원이 되어야 합니까?
시의회의원이 되면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더 좋은 공원을 조성하고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 싶다면, 지역 사업체들을 지원하고 

싶다면, 시의원이야 말로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지역 시의회의원이 되면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을 

실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위치의 정부기관도 시의회만큼 그들이 대표하는 

시민들과 가깝지 않습니다. 

시의원이 되면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정에 대해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시의원이 되는 것은 새로운 능력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의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의회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업체들이 의존하는 

서비스들을 1년 365일 제공합니다. 

시의회는 주민들의 등교 또는 출근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해줍니다. 

시의회는 지역주민 및 사업체들과 협력하여 그들에게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추진합니다. 

또한 시의회는 우리 고장과 도시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시의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의회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합니다. 

시의원들은 다른 시의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시의회가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체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의원들은 또한 시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의원들은 시의회의 일상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의회 최고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저나 또는 제가 아는 다른 사람이 이 
역할에 적합할까요?

윤리성, 개방성, 정직성은 성공적인 시의회 의원이 

갖추어져야 할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에 덧붙여,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특성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	 열정적인 학습 태도

•	 결정을 내릴 때 지역사회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의견들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능력

•	 체계적인 시간 관리 기술

•	 문제 해결 기술

•	 다른 사람들과 협동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은 시의회 사업 보고서를 읽고, 회의에 참석하며 

시의회를 대표하여 일부 외부 이벤트에 참석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들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시의회마다, 그리고 현재 시의회 사업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매주 10-15시간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시의원의원이 하는 업무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현/전 시의회의 

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모든 일들과 

개인적 용무와 더불어 시의회의원의 업무도 현실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 및 친구들과 

상의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일단 당선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시의회에서 

주선하는 훈련 및 기타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NSW 

주정부는 새로 선출된 시의원들을 돕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일정 비용 및 기타 업무기기를 제공합니다. 

훈련, 회의, 출장, 통신 비용 및 자녀 등의 부양 가족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 등이 시의회에서 지원하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기타 기기들은 시의회 업무에 쓰이는 

컴퓨터 및 다른 사무 용품들을 포함합니다. 기타 

지원시설로는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 시의회 의원들을 도와주는 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시의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시의회는 의원들에게 연례 활동비를 매달 지급합니다. 

이는	 Local Government Remuneration Tribunal 
(지방정부 보수청-연락처는 뒷면에 기재)	 이 매년 

설정하는 지급액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활동비는 

세금 신고시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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