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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시민 재구획 	  위원회 	  안내서 	  

재구획 	  및 	  공중 	  의견 	  청문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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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재구획이 	  내게 	  중요한가?	   

2. 캘리포니아 	  시민 	  재구획 	  위원회란 	  무엇인가?	   

3. 위원회는 	  어디에 	  선을 	  그을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4. 투표권법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5. 공동 	  이익 사회란 	  무엇인가? 

6.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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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구획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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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0 년	  마다,	  인구	  조사	  결과는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일단	  알고나면,	  
재구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즉,	  각	  선거구에	  동일한	  수의	  사람들을	  
지정해	  넣기	  위해	  새로운	  구획선을	  긋는	  것입니다.	  
	  
재구획은	  동일한	  수의	  사람들이	  속한	  구획을	  정함으로써	  한	  사람당	  한	  
표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각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 재구획이  내게  중요한가?	  	  

여러분이	  가진	  힘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정부의	  일을	  맡아	  실행할	  대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구획	  경계선	  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투표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발휘하고	  최대화	  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목소리가	  최대한으로	  작아지거나	  완전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독립	  시민	  재구획	  
위원회는	  현직	  정당이	  아닌	  국민의	  최고	  이익을	  반영하는	  정당한	  구획을	  
정하는데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해	  의견을	  높이는	  일이야	  말로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로	  유지할	  수	  
있고	  유사한	  이익을	  추구하는	  근처	  지역사회와	  한	  그룹으로	  한	  데	  묶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자녀의	  교육,	  자녀의	  학교	  
교육의	  질	  또는	  세금이	  얼마나	  높게	  결정될지와	  같은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선거한	  리더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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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캘리포니아  시민  재구획  위원회란  무엇인가?	  
	  

2008 년과	  2010 년도에	  투표자들은	  제안	  11 번과	  20 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1 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최초로	  시민	  재구획	  위원회라고	  불리는	  
14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다음을	  위한	  구획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 53	  개 하원	  의원	  선거구	  (대상	  인구 702,905 명)	  
● 40 개 주 상원 선거구	  (대상 인구 931,349 명)	  
● 80 개 주 의회 선거구	  (대상 인구 465,674 명)	  
● 4	  개	  주조세형평국	  (대상인구	  9,313,489 명)	  

	  
	  

	  
시민	  재구획	  위원회(“위원회”)는	  2011 년	  1 월에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주	  여러	  곳에서	  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사회,	  동네,	  중요한	  문제들을	  거론할	  때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이런	  공중	  의견을	  참고하여	  
새로운	  구획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위원회는	  2011 년	  8 월	  15 일까지	  
최종	  구획선을	  승인해야	  합니다.	  
	  
시민	  재구획	  위원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면	  다음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wedrawthelines.ca.gov	  

	  
	  

	  

	  

	  

	  

	  

	  

3. 위원회는  어디에  구획선을  그을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캘리포니아	  헌법은	  위원회가	  구획선을	  긋는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재구획	  기준은	  제안	  11 번과	  20 번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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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캘리포니아	  투표자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들은	  구획선을	  
긋는	  결정을	  할	  때	  이	  기준을	  고려하되	  이	  기준만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기준을	  우선	  순위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기준들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	  보다	  우선이	  되는	  기준에	  따르기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위원회를	  위한	  재구획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등한	  인구	  조건을	  포함한	  미국	  헌법을	  준수해야	  함.	  
● 미국	  하원	  의원	  선거구에	  있어서	  이것은	  실행	  가능한	  대로	  동등한	  

선거구를	  뜻함.	  
● 의회,	  상원	  및	  조세형평국	  선거구에	  있어서	  이것은	  투표권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당하게	  동등한	  선거구를	  뜻함.	  
	  

2. 연방	  투표권법의	  준수.	  	  	  
	  

3. 근접한	  선거구	  그리기.	  	  이것은	  선거구가	  모든	  점들에	  연결되어야	  함을	  
뜻함.	  
	  

4. 가능한	  모든	  카운티,	  시,	  공동	  이익	  사회의	  존경.	  	  
	  

5. 실행	  가능한	  대로	  선거구가	  꽉	  차도록	  그리기.	  	  이	  규칙은	  다른	  이전	  
기준이	  충족된	  이후에만	  적용되어야	  함.	  

	  
6. 이전	  기준을	  준수한	  이후,	  가능한	  대로	  각자의	  선거구	  내에	  선거구가	  

속하도록	  그리기.	  	  이것이	  뜻하는	  것:	  
	  

● 1 개의	  상원	  선거구에	  2 개의	  주	  하원의원	  선거구가	  포함됨	  
● 1 개의	  주조세형평국에는	  10 개의	  상원	  선거구가	  포함됨	  

	  
7. 위원회는	  선거구를	  형성할	  때에	  현직	  정치자나	  정치	  후보자의	  거주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현직	  정치자,	  정치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호의를	  보이거나	  차별할	  목적으로	  선거구를	  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려면	  캘리포니아	  헌법	  XXI조항	  2	  (d)항을	  보시오.	  
Wedrawthelines.ca.gov/constitution.	  

	  
4. 투표권법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투표권법은	  투표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이	  법은	  인종,	  피부색	  또는	  
보호된	  언어의	  소수민족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투표	  관습이나	  절차를	  금합니다.	  	  
투표권법에	  의해	  보호된	  언어적	  소수	  집단은	  아시아,	  알래스카	  원어민,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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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및	  스페인계	  그룹을	  가리킵니다.	  	  투표권법은	  어떤	  인종의	  일원이나	  보호된	  
언어적	  소수	  집단이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거나	  원하는	  대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불충분한	  기회를	  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재구획	  계획을	  금합니다.	  	  

	  
투표권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면	  미국 법무부를	  
방문하시오.	  http://www.justice.gov/crt/about/vot/redistricting.php.	  
	  
	  
	  
	  
	  

	  

	  



2 
 

5. 공동  이익 사회란  무엇인가?	  	  	  

	  

캘리포니아 	  헌법은 	  공동 	  이익 	  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공동	  이익	  사회란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표를	  목적으로	  한	  단일	  선거수에	  속해야	  
하는	  공통적인	  사회경제	  이익을	  공유하는	  인접한	  인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	  
이익의	  보기는	  도심지,	  시골지역,	  산업지역	  또는	  농업지역에	  공통적인	  것이며	  
유사한	  삶의	  기준을	  공유하고	  동일한	  교통	  시설을	  사용하고	  유사한	  직업	  기회를	  
가지고	  있거나	  선거	  과정과	  관련하여	  동일한	  의사	  소통	  수단에	  대한	  접근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공통적인	  것입니다.	  공동	  이익	  사회에는	  정당,	  
현직	  정치자	  또는	  정치	  후보가와의	  관계가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캘리포니아	  헌법	  XXI	  조항,	  2(d)(4)항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해	   공동	   이익	   사회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며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대표되기	   위한	   한	  
선거구로	  모아져야	  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이	  공동	  이익	  사회를	  넓게	  정의해	  두었다고	  해도	  그	  어떤	  정당,	  선출된	  
공무원	  또는	  후보자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공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캘리포니아의	  여러	  지역에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모든	   지역사회에	   대해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은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위치한	  지역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왜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정보를	   여러분이	   통보하지	   않으시면	  
위원회에서는	   구획선을	   그을	   때에	   어느	   지역사회를	   하나로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본인의	  지역사회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	  하면	  되느냐고요?	  
	  
위원회는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대해	  세	  가지	  주요	  사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여러분의	  지역사회를	  하나로	  집결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이익.	  
2.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표를	  위해서	  왜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하나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3.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의	  위치	  

	  
*공통적인	  사회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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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회경제적	  이익은	  지역사회마다	  많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원회에	  
직접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통적	  문화나	  역사,	  특정한	  공원	  또는	  
교통수단의	  공동	  이용,	  아니면	  범죄	  감소	  또는	  일자리	  창출	  및	  개발과	  같은	  
공통적인	  목표나	  바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하나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왜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한	  선거구로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셔야	  
하는데	  여기에는	  왜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다른	  선거구로	  나뉘게	  되면	  
해로운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공중	  
안전을	  향상	  시키거나	  공원을	  개발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면	  이런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둘로	  (또는	  셋으로)	  나뉘게	  되어	  두	  세명의	  
대표를	  통해	  대표되는	  것보다는	  한	  명의	  대표에	  의해	  대표되는	  것이	  낫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의 위치.	  	  	  
	  
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지역사회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지역사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위원회에	  해당	  
지역사회의	  위치(카운티	  및/또는	  시)와	  경계선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길이름,	  강,	  군사기지	  또는	  쇼핑몰과	  같은	  물리적인	  경계를	  서술하시거나	  시	  
또는	  카운티	  경계선과	  같은	  법적인	  경계를	  서술하셔도	  됩니다.	  	  	  
	  
또한,	  경계표나	  지역사회에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포함하여	  지역사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를	  위원회에	  제공해	  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구글	  지도와	  같은	  특정	  온라인	  소프트웨어는	  위원회에	  직접	  이메일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인터넷	  상에	  올리실	  수	  있는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무료이자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공동	  
이익	  사회를	  그릴	  구글	  지도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www.Maps.Google.com.	  
	  
지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구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보다	  발달된	  소프트도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무료는	  
아니지만	  Berkeley	  Law 의	  재구획	  그룹에	  의해	  재구획	  지원	  사이트를	  통해	  
공중에게	  제공됩니다.	  	  	  

	  
위원회에	  제시할	  증언을	  준비하실	  때,	  다른	  마을에서	  온	  방문객에게	  당신의	  
지역사회를	  어떻게	  소개할지를	  상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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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중요한	  안건,	  커뮤니티	  센터	  
및	  지역사회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해도	  좋습니다.	  	  	  
	  
	  
	  
	  
	  
	  
	  
	  
	  
	  
	  
	  
	  
	  
	  
	  
	  
	  
실례	  

	  
저는 	  오크 	  놀 	  밸리(Oak	  Knoll	  Valley)라고 	  불리는 	  특유한 	  Farmers	  Branch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 	  	  이곳은 	  공인 	  이웃 	  평회의이기도 	  합니다 . 	  	  이 	  
동네는 	  	  서쪽으로는 	  하이웨이 	  9번 ,	  동쪽으로는 	  	  서니사이드 	  
강(Sunnyside	  River)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 	  	  오크 	  놀 	  밸리에는 	  대략 	  
8천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일부는 	  특히 	  강가를 	  따라 	  상업 	  및 	  복합 	  
지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거주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오크 	  놀 	  밸리에서 	  사용되는 	  언어로는 	  주로 	  영어와 	  스페니쉬지만 	  어떤 	  
주민들은 	  베트남어와 	  중국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대부분의 	  
주민들은 	  쇼핑과 	  직장 	  때문에 	  이 	  지역사회 	  밖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사교 	  활동 ,	  종교 	  활동 	  및 	  오락은 	  여기에서 	  남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오크 	  놀 	  지역 	  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 	  
	  
오크 	  놀 	  밸리에서 	  강을 	  건너면 	  저희 	  커뮤니티와 	  유사한 	  주로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진 	  리버 글렌(River	  Glen)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 	  	  	  
저희 	  두 	  커뮤니티는 	  동일한 	  교육구에 	  속해있고 	  오크 	  놀 	  학생들이 	  
등교하는 	  고등학교도 	  리버 	  글렌에 	  있습니다 . 	  	  저희 	  두 	  커뮤니티가 	  
동일한 	  입법적 	  또는 	  하원 	  의원 	  선거구에 	  속하게 	  되는게 	  이치에 	  맞다고 	  
할 	  수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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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웨이 	  9 번의 	  다른 	  편에는 	  주로 	  공업 	  및 	  상업 	  지역인 	  골드 	  시티(Gold	  
City)가 	  있습니다 . 	  	  이곳 	  대부분의 	  주민들은 	  다가족 	  아파트 	  건물에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새로 	  온 	  사람들입니다 . 	  	  골드 	  시티는 	  
오크 	  놀과는 	  다른 	  교육구에 	  속합니다 . 	  	  	  골드 	  시티가 	  오크 	  놀에 	  근접해 	  
있기는 	  하지만 	  오크 	  놀이 	  리버 	  글렌과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데 	  
비해 	  오크 	  놀과는 	  공통점이 	  별로 	  없습니다 . 	  
	  
	  

	  
	  
	  
	  
	  
6.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위원회에	  증언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공공 	  청문회에서 	  직접하는 	  방법 :	  	  위원회에서는	  봄과	  여름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증언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걸쳐	  

30 번	  이상의	  청문회를	  가질	  것입니다.	  	  	  공중	  의견	  청문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이	  문서의	  7항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다음	  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wedrawthelines.ca.gov/hearings.html	  
	  

● 서면으로 :	  	  공공	  청문회에서	  서면으로	  위원회에	  증언을	  제출하시거나	  

위원회로	  직접	  보내셔도	  됩니다.	  	  이메일,	  우편	  및	  팩스로	  위원회에	  정보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votersfirstact@crc.ca.gov	  
	  
Citizens	  Redistricting	  Commission	  
1130	  K	  Street,	  Suite	  101	  
Sacramento,	  CA	  95814	  United	  States	  
팩스:	  (916)	  3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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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기반 	  기관(CBO)을 	  통해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위원회에	  증언을	  
제출해	  주는	  CBO 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링크로	  가십시오.	  	  
www.RedistrictingCA.org.	  	  
	  

	  
	  
	  
	  
	  
	  
	  
	  
7. 위원회에 	  제출할 	  증언을 	  준비하기 	  위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곳들 	  

	  
Berkeley	  Law 의	  재구획	  그룹은	  여러분이	  해당	  커뮤니티	  지도	  그리기	  또는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의	  접근을	  지원하는	  재구획	  지원	  센터를	  캘리포니아주	  내	  
여섯	  군데에	  열었습니다. 	  	  재구획	  지원	  센터에서	  특수	  재구획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여섯	  군데	  센터의	  위치,	  
영업시간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버클리 지역 :	  UC	  Berkeley	  Law,	  2850	  Telegraph	  Ave,	  Suite	  471,	  Berkeley,	  CA	  94705-‐

7220	  United	  States	  
책임자:	  Ms.	  Tamina	  Alon(미즈	  타미나	  알론),	  talon@law.berkeley.edu	  
영업시간:	  수요일	  오후	  3 시	  부터	  9 시,	  목요일	  오후	  3 시	  부터	  9 시,	  토요일	  오전	  9 시	  
부터	  오후	  4 시,	  그리고	  예약시.	  	  
	  

● 새크라멘토 	  지역 :	  Central	  Library,	  2nd	  Fl.	  Conference	  Rm.,	  828	  I	  St.,	  Sacramento,	  CA	  
95814	  United	  States	  
책임자:	  Ms.	  Robin	  Evans(미즈	  로빈	  에반스),	  raevans@law.berkeley.edu	  
영업시간:	  수요일 오후	  2 시 부터	  8 시,	  목요일 오후	  2 시 부터	  8 시,	  토요일 10 시 
부터 오후	  5 시,	  그리고 예약시.	  
	  

● 프레즈노(Fresno)	  지역 :	  1713	  Tulare	  St,	  Suite	  130,	  Fresno,	  CA	  93721	  United	  States	  
책임자:	  Mr.	  Troy	  Mattson(트로이	  맷슨	  앞),	  tmattson@law.berkeley.edu	  
영업시간:	  수요일 오후	  3 시 부터	  9 시,	  목요일 오후	  3 시 부터	  9 시,	  토요일 오전	  9 시 
부터 오후	  4 시,	  그리고 예약시.	  	  
	  

● LA	  지역 : 3167	  #F,	  South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United	  States	  
책임자:	  Mr.	  Richard	  Yarnes(리차드	  야르네스	  앞),	  rdyarnes@law.berkeley.edu	  
영업시간:	  수요일 오후	  3 시 부터	  9 시,	  목요일 오후	  3 시 부터	  9 시,	  토요일 오전	  9 시 
부터 오후	  4 시,	  그리고 예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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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버나디노 	  지역 :	  475A	  S.	  Arrowhead	  Ave,	  San	  Bernardino,	  CA,	  92408	  United	  States	  
책임자:	  Mr.	  John	  Lavallee(존	  라발리	  앞),	  jlavallee@law.berkeley.edu	  
영업시간:	  수요일 오후	  3 시 부터	  9 시,	  목요일 오후	  3 시 부터	  9 시,	  토요일 오전	  9 시 
부터 오후	  4 시,	  그리고 예약시.	  	  
	  

● 샌디에고 	  지역 :	  588	  Euclid	  Ave.	  ,	  San	  Diego,	  CA	  92114	  United	  States	  
책임자:	  Mr.	  Thomas	  McDowell(토마스	  맥도웰	  앞),	  thominsd@law.berkeley.edu	  
영업시간:	  수요일 오후	  3 시 부터	  9 시,	  목요일 오후	  3 시 부터	  9 시,	  토요일 오전	  9 시 
부터 오후	  4 시,	  그리고 예약시.	  	  

	  
	  
추가적으로,	  진보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커뮤니티의	  정보	  및	  지도를	  제공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www.ReDrawCA.org.	  	  
(4 월	  15 일	  부터	  유효함)	  

각종	  단체가	  제공하는	  자원의	  목록을	  원하시면	  www.RedistrictingCA.org 를 방문하십시오.	  
 
 
 
 
8. 공공 	  청문회 	  일정 	  

	  
위원회는	  봄과	  여름에	  공중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여러	  번의	  공공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청문회	  날짜	  및	  위치를	  포함한	  전체적인	  업데이트	  된	  일정과	  제안된	  선거구	  
지도들을	  보시려면	  www.wedrawthelines.ca.gov/hearings.html 을 방문하십시오.	  	  
	  
2011 년 	  4 월 	  부터 	  5 월 :	  지도 	  그리기 	  이전 	  의견 	  수렴 	  청문회 	  
위원회는	  지도를	  그리기	  이전에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걸쳐	  청문회를	  열어	  공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문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	  이익	  사회,	  동네,	  시,	  
카운티	  또는	  선거구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지역과	  같은	  주제에	  대해	  위원들에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2011 년 	  6 월 	  10 일 :	  위원회에 	  의한 	  지도 	  초안 	  기재의 	  제안된 	  날짜*	  
위원회는	  공중의	  의견을	  고려하여	  하원	  의원,	  주조세형평국,	  	  주상원	  및	  주의회	  
선거구들을	  표시한	  지도	  초안을	  그린	  다음	  공개적으로	  기재할	  것입니다.	  	  	  
	  
2011 년 	  6 월 :	  지도 	  초안 	  의견 	  수렴 	  청문회 	  
위원회는	  선거구	  지도	  초안을	  기재한	  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걸쳐	  청문회를	  열어	  
대중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새로	  그려진	  선거구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같은	  초안	  선거구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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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7 월 	  1 일 :	  	  위원회에  의한  지도 2 차 초안  기재의  제안된  날짜 . 	  *	  
위원회는	  대중	  의견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교정하여	  두	  번째	  지도	  초안을	  공개하게	  
됩니다. 	  	  
	  
2011 년 	  7 월 :	  2 차 지도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청문회 	  
2 차 	  지도 	  초안 	  기재 	  이후 ,	  위원회는 	  또 	  다시 	  여러 	  번의 	  청문회를 	  열어 	  대중으로 	  
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 	  이러한 	  청문회의 	  위치는 	  필요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2011 년 	  7 월 	  26 일 :	  위원회에  의한  지도  최종본 기재의  제안된  날짜*	  
	  
2011 년 	  8 월 	  15 일 :	  위원회의 	  지도 	  최종본 	  승인 	  마감일 	  	  	  
위원회는	  국회,	  주조세형평국,	  주상원	  및	  주의회를	  위한	  선거구	  지도를	  승인	  및	  
도입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승인이	  되려면	  민주당	  위원	  5 명	  중	  적어도	  
3 명의	  긍정	  표,	  공화당	  의원	  5 명	  중	  적어도	  3 명의	  긍정	  표,	  그리고	  결정을	  거부하는	  
위원들	  4 명	  중	  적어도	  3 명의	  긍정	  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제안된	  날짜로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	  일정,	  회의	  위치,	  회의	  일정	  및	  기타	  
정보를	  원하시면	  www.wedrawthelines.ca.gov	  를	  방문하십시오.	  
	  

9. 자주  묻는  질문 	  

질문 :	  위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대답:	  위원회에는	  다양한	  민족,	  지리,	  성	  및	  경제	  배경을	  가진	  14 명의	  일원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섯	  명의	  민주당	  위원,	  다섯	  명의	  공화당	  위원,	  두	  개의	  주요	  정당에	  
속하지	  않은	  위원	  네	  명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	  위원회 	  일원이 	  되는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답:	  신청서가	  제공되었을	  때,	  3 만명의	  관심있는	  지원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상으로	  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이익	  상충”이	  없다고	  선언한	  신청자들에	  한하여	  전문적	  경험,	  캘리포니아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원하는	  이유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에세이	  형식	  질문에	  답하는	  부수적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질문 :	  신청서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 	  위원회 	  일원들을 	  어떻게 	  선출하나요?	  

주감사국의	  감사원	  3 명이	  이익상충이	  없고	  부수적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신청자들의	  
신청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감사원들이	  새크라멘토	  인터뷰	  대상이	  될	  최고	  
자격자들	  120 명을	  뽑았습니다. 	  이	  120 명의	  신청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민주당	  40 명,	  공화당	  40 명,	  이	  두	  개의	  주요	  정당에	  속하지	  않은	  4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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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실시	  이후,	  신청자들의	  수는	  총	  60 명으로	  줄어	  들었고	  이	  60 명이	  다시	  동등한	  
크기의	  하위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60 명의	  이름들이	  입법부	  지도층에게	  보내졌고	  
입법부	  지도층은	  법에	  의해	  부여된	  그들의	  권한에	  따라	  이	  중	  24 명을	  탈락시켰습니다.	  	  
2010 년	  11 월	  18 일,	  주감사원은	  임의로	  민주당	  3 명,	  공화당	  3 명,	  당결정을	  거부한	  신청자	  
2 명을	  선택하여	  위원회의	  첫	  8 명	  일원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	  on	  December	  15,	  2010 년	  
12 월	  15 일부로	  첫	  8 명의	  위원들이	  민주당	  2 명,	  공화당	  2 명,	  당결정을	  거부한	  사람	  2 명을	  
선택해	  최종	  6 명의	  위원들을	  뽑았습니다.	  
질문 :	  위원회 	  일원들은 	  보수를 	  받나요?	  

그렇습니다.	  법은	  위원회	  일원들이	  위원이	  위원회	  행정	  참여시	  하루당	  300 불씩	  보수를	  
받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임무와	  연관된	  개인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	  위원회 	  일원이 	  되면 	  얼마나 	  오래 	  활동할 	  수 	  있나요?	  

법에	  의하면	  위원회의	  임무	  기간은	  10 년입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신규	  선거구	  지도를	  승인할	  때(2011 년	  8 월	  15 일)까지	  마무리	  지어져야	  합니다.	  
질문 :	  재배분 	  및 	  재구획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배분은	  헌법상	  요구되는	  과정으로서	  매	  10 년제	  인구조사	  이후	  미	  하원들이	  50 개주로	  
재분배되게	  됩니다. 	  재구획이란	  인구를	  동등하게	  나누기	  위해	  선거구	  선을	  긋는	  
과정으로서	  매	  10 년	  마다	  경계선이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질문 :	  투표자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고 	  투표자들에 	  대해 	  책임이 	  없는 	  14 명의 	  
위원들이 	  투표자들의 	  최고 	  이익을 	  위해 	  선거구 	  경계선을 	  결정할 	  수 	  있다고 	  
캘리포니아인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선출된	  입법부	  의원들의	  손으로	  부터	  재구획	  업무를	  가져간	  것은	  투표자	  
자신들이었습니다.	  투표자들이	  직접	  공동	  이익	  사회의	  보전을	  기준으로	  선거구	  경계선을	  
그을	  목적으로	  다양한	  배경,	  기술	  및	  지리적	  위치의	  시민	  14 명을	  선택하는	  새로운	  과정을	  
설립한	  것입니다.	  
질문 :	  입법부 	  의원들이 	  위원들에게 	  영향을 	  주어 	  재구획 	  과정을 	  통제하지는 	  
않을까요?	  	  

법은	  재구획	  문제에	  있어서	  입법부	  의원과	  위원들	  사이에	  그	  어떤	  비공개적	  의사소통도	  
없을	  것을	  아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의원의	  모든	  의견은	  시민들이	  하는	  것	  처럼	  
공적	  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Q.	  법은 	  한 	  정당에 	  의해 	  선거구들이 	  통치되는 	  것보다는 	  선거구들이 	  보다 	  많은 	  
경쟁력을 	  갖추기를 	  요구하나요?	  

아니오. 	  선거구	  경쟁력은	  기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위원회가	  선거구	  경계선을	  
결정할	  때에	  이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	  이 	  과정 	  전체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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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위원회는	  “공동	  이익	  사회”에	  대한	  정보가	  인구	  조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구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개방된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하여	  
어떻게	  선거구를	  정할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질문 :	  위원회의 	  업무가 	  과거 	  실행된 	  업무와 	  어떻게 	  다릅니까?	  

역사적으로,	  캘리포니아	  입법부에서	  자신들	  고유의	  선거구를	  포함해	  선거구	  경계선을	  
그렸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입법부로 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선거구 경계선 결정 과정에 

있어서 모든 캘리포니아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	  위원회가 	  최종 	  재구획 	  지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위원회에서	  최종	  선거구	  경계선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문제가	  캘리포니아	  대법원으로	  직접	  전달되어	  그곳에서	  경계선을	  그을	  세	  명의	  담당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질문 :	  위원회가 	  도입한 	  선거구 	  지도에 	  법적인 	  도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새로운	  선거구에	  대한	  모든	  법적	  도전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직접	  보내져	  검토되게	  
됩니다.	  	  
	  

10. 위원들은  누구인가?	  

위원 	  소개 	  

	  

가비노  아구이레(Gabino Aguirre) 박사는 농부 부모에게서 태어나 수확 주기를 따라 
텍사스주에서 오레건주, 캘리포니아주, 아리조나주로 이동하며 아동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아리조나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가족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 시대 분쟁과 관련하여 컴퓨터 및 무기 시험과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전문가로서 육군에 징집되었습니다. 그는 제대 후에 대학에 들어갔고 
UCLA 학사학위, USC 교육학 석사학위, UCLA 사회학/비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그는 교육 분야에서 30 년 동안 커리어를 쌓았고 2007 년에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은퇴했습니다. 아구이레 박사는 40 년 이상 동안 지역사회 개발 및 향상을 위해 
헌신했으며 수많은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을 창설 및/또는 봉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2002 년에 선출된 이후로 산타 폴라(Santa Paula) 시의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구이레 위원은 민주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벤츄라 카운티의 산타 폴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앤젤로  앤체타(Angelo Ancheta)는 법교수이자 법률 학자로 인종 차별 및 이민자의 
권한을 둘러싼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저서를 쓴 바 있습니다. 그는  산타클라라 대학 법률 
대학원(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캐더린 앤 죠지 커뮤니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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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Katharine & George Alexander Community Law Center)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앤체타 위원은 산타클라라 대학 법률 대학원의 법률 교수진에 참여하기 전에 하버드 
법대(Harvard Law School)의 강사 및 뉴욕대학 법대(NYU School of Law)의 부교수로 
활동했고 UCLA 법대(UCLA School of Law)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앤체타 위원은 
학구적인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이민자, 투표권 및 헌법을 전문으로 하며 북가주 및 
남가주에서 법률 서비스 및 비영리 기관 상임이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UCLA, 
UCLA 법대(UCLA School of Law) 및 하버드대 케네디 정치학대학원(Harvard University’s 
Kennedy School of Government)에서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앤체타 위원은 민주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의 샌프란시스코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빈스  바라바(Vince Barabba)는 2003 년도에 Market Insight Corporation 을 창설했습니다. 
Market Insight Corporation 은 회사들이 대상 대중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쇼핑객들의 선호사항을 제공합니다. 그는 
MyProductAdvisor.com 이라 불리는 소비자 웹사이트의 사용을 통해 쇼핑객 취향을 
추적하여 기업들을 안내합니다. 그의 커리어상으로 미 인구조사국의 지도자로서 활약 한 
바 있으며 닉슨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후 카터 대통령으로 부터 1980 년도 
인구조사 실시를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바라바씨는 우드베리 비지니스 
칼리지(Woodbury Business College)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 캘리포니아 노스리지 
주립대(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에서 마케팅 학사 학위, UCLA 에서 MBA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바라바 위원은 공화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산타크루즈 카운티의 
카피톨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블랑코(Maria Blanco)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California Community 
Foundation 또는 CCF-LA)의 시민 참여 부사장입니다. CCF-LA 는 LA 시를 위한 커뮤니티 
재단입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의 목적은 지역사회들을 강화시키고 LA 카운티의 
보다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이 재단은 모든 주민들, 특히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를 추구하고 박애를 촉진시키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LA 가 
직면하는 문제들의 핵심 원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랑코씨는 CCF 의 부사장이 되기 전에 
UC 버클리 법대의 얼 워런 학교(Earl Warren Institute)에서 상임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UC 버클리 법대에서 법과 학위, UC 버클리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블랑코 
위원은 민주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LA 카운티 LA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시아  다이(Cynthia Dai)는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2 세 아시아 미국인이며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일하고 거주했습니다. 다이 여사는 Dainamic Consulting, Inc. 회장으로서 18 년 
이상에 걸쳐 성장 기관들과 사회 벤처기업들에게 상담을 제공했으며 종종 초기 단계 및 
공공 벤처기업의 임시 경영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다이 여사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에서 MBA 학위, UC 버클리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전기공학 및 컴퓨터 과학 학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녀는 UC 
버클리 공과대학의 기업가정신 및 기술 센터에서 업계 펠로로서 버클리와 중국 베이징  
칭화-버클리 세계 기술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에서 리더십, 팀워크, 기업가정신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커뮤니티에서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산타클라라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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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및 사회 센터에서 위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이 위원은 민주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의 샌프란시스코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셸  디귈리오(Michelle DiGuilio)는 캘리포니아 태생으로 지난 12 년간을 센트럴 
밸리(Central Valley)에서 수많은 기관들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디귈리오 여사는 전략 
기획 노력, 위원회 개발 및 내부 정책 간소화 부문에 있어서 비영리 기관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센트럴 밸리에 있는 그룹들과의 지역적 토의를 진행했으며 
캘리포니아 인문학 위원회(California Council for the Humanities)에서는 관리자로서, 
퍼시픽 대학교(University of the Pacific)에서는 훈련 코디네이터로서 활동했습니다. 
디귈리오 여사는 현재 선택에 의해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가족 및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샌디에고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학사 
학위를, 신시내티 대학교(University of Cincinnati)에서는 지역사회 계획(도시 및 지역) 
석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디귈리오 위원은 당결정 거부 상태로 등록되어 있으며 
산조퀸(San Joaquin) 카운티의 스톡턴시(City of Stockton)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디  필킨스  웨버(Jodie Filkins Webber)는 자영업 변호사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킨스 웨버 여사는 보험 소송 피고측 변호사로 각종 
보험회사, 조정 회사 및 자기보험 고용주를 대표하여 근로자재해보상 및 개인 부상 혜택 
청구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각종 보험 커버리지 이슈에 대한 법적 
의견 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킨스 웨버 여사는 모든 남가주 법원과 
산업재해보상 항소 위원회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킨스 웨버 
여사는 리버사이드 대학에서 학사 학위, Whittier Law School(이전 명칭은 Whitter College 
School of Law)에서 법과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필킨스 웨버 여사는 LA 와 Lake 
Forest 시를 포함해 남가주 지역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필킨스 웨버 위원은 공화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노르코(Norco)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포브스(Stanley Forbes)는 독립 소매 책방인 Avid Reader 의 공동 소유자입니다. 
그는 책방에서 물품을 선택하고 책을 팔고 시장에 내 놓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씨는 또한 지난 32 년 동안 가족 농장을 운영하며 곡물 선택, 
시장 연구, 재정 계획, 기계 작동, 관개, 화학 및 공기 품질 규율 준수, 아몬드 가지치기 및 
갈퀴질을 관리했습니다. 포브스씨는 USC 에서 학사 학위, UCLA 에서 석사학위, 
Vanderbilt University 에서 법과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포브스씨는 당결정 거부 상태로 
등록되어 있으며 카운티의 Esparto 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카니  갈람보스  말로이(Connie Galambos Malloy)는 지역 도시 계획 및 정책 기관인 
Urban Habitat (UH)의 직원입니다. 갈람보스 말로이씨는 직원 감독 및 평가, 기관 개발, 
전략 프로그램 계획 및 관리, 제휴 구축, 방침 분석, 자금 조달, 예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UH 운영팀의 일원이며 이 기관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UH 의 
저명한 위원회 리더십 학교(Boards and Commissions Leadership Institute)을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전에 갈람보스 말로이 여사는 미국 
주택도시개발국(HUD) 펠로, Redefining Progress 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볼리비아의 
아마존 부지에서의 Peace Corps 봉사자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AFAAD(Adopted & 
Fostered Adults of the African Diaspora)의  창설 위원입니다. 갈람보스 말로이 여사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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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rra University 에서 학사학위, UC 버클리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갈람보스 말로이 여사는 당결정 거부 상태로 등록되어 있으며 알라미다 
카운티의 오클랜드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  온타이(Gil Ontai)는 활발한 건축가이며 팟타임 Springfield 칼리지에서 팟타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8 년 동안 샌디에고 다운타운 선거구의 도시 재개발 위원으로, 
도시계획 위원으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30 년 이상 동안 그는, 전문, 교육, 의료, 민사 및 
다중문화 기관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는 Pacific American Academy 
Charter School 및 Neighborhood House Association 의 봉사 위원입니다. 온타이씨는 
University of Hawaii 에서 학사학위,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Washington University 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온타이 위원은 공화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샌디에고 
카운티의 샌디에고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엠  안드레  파르베뉴(M. Andre Parvenu)는 지리학자, 도시 기획자, 지역사회 아웃리치 
전문가이며 현재로서는 LA 도시계획국의 지대설정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LA 카운티 도시교통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의 고위 정보장교로서, 
LA 교통국의 교통수단 계획 관리자로서 근무했었습니다. 파르베뉴씨는 또한 미국 인구 
조사국의 지역사회 협력 전문가로서, 미국 긴급사태관리기관을 위한 비상시 이주 
계획자로서, 유엔 인권옹호특별보고관의 이주자 전문가로서 중앙 아메리카 피난민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파르베뉴씨는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에서 지리학 석사학위를 
수여했으며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위치한 Morgan State University 와 워싱턴 D.C.의 Howard 
University 에서 지리학, 지도학 및 도시학 학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파르베뉴 위원은 
당결정 거부 상태로 등록되어 있으며 LA 카운티 Culver City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진  라야(Jeanne Raya)는 1960 년도에 샌게이브리얼(San Gabriel)시에 설립된 가족소유 
사업인 John L Raya 보험 에이전시의 직원입니다. 그녀는 현재 에이전시 책임자로서 상업 
보험 마케팅, 위험도 관리 및 보험자 및 규정 에이전시들과의 외부 관계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시는 그녀의 리더십 하에, 비영리 기관과 의료 시설들과 협력하는 
전문성을 길러 왔습니다. 라야씨는 USC 에서 학사학위와 교사 자격증을 수여했으며 UC 
데이비스에서 법과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조세형평국과 공무원 채용 관계국의 직원 
변호인으로 일했습니다.  14 년 동안 개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정법과 
유언검인을 전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La Raza 변호사 협회의 대표, 
변호사 자격검사 위원회의 일원, 샌게이브리얼 상공 회의소의 대표로 
활약했습니다. 라야씨는 민주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LA 카운티 샌게이브리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워드  박사(Dr. Michael Ward)는 2005 년 이후로 풀러턴시에 위치한 
척추운동의학 의사(Doctor of Chiropractic and Sports Medicine)의 ACA 및 CCA 일원입니다. 
그는 특별히 등록된 Trigenics 의사로 지정되어 근신경 의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드 의사는 또한 Marston Polygraph Academy 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APA 및 CAPE 자격증 소유 거짓말 탐지기 조작자입니다. 워드 의사는 국제 범죄, 마취약 
및 방첩활동 조사를 담당하는 연방정부 에이전트이며 펜타건 9/11 테러 공격의 응답팀 
일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방부를 위해 세계 위협 감시 본부(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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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t Watch Headquarters)의 설립과 일일 운영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워드 의사는 미국 
공군에서 훈장 장교로 활동했던 자랑스런 고참병입니다. 워드 의사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풀러턴을 수석으로 졸업하여 통신 학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남가주 의료과학 대학원(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에서 수석으로 
척추의학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워드 위원은 공화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터  야오(Peter Yao)는 2010 년에 마감되는 2 번의 임기 기간 동안 충실히 클레어몬트시 
시의회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006 년과 2007 년에 그는 시장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클레어몬트시는 그의 보유기간 동안 의견일치를 기반으로 한 도시 일반 
계획이 완료되었는데 이 계획은 지금까지도 클레어몬트시의 장기적 경제 개발 및 예산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지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 다양성 추구를 위해 이 
상류계급 지역사회에서 처음으로 경제적인 주택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지했습니다. 
야오씨는 서킷 설계자로서 전문적 커리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의 최종 직책은 Raytheon 
Corporation 에서 공학 책임자(Director of Engineering)였습니다. 그는 2005 년에 
은퇴했습니다. 야오씨는 버클리대에서 전기공학 학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는 또한 
버팔로에 위치한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MSEE 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풀러턴에서 MBA 를, 클레어몬트대학원대학교(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의 
드러커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야오 위원은 공화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LA 카운티 클레어몬트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1.	  특별한  감사의 말씀 	  
	  
도구	  키트를	  만드는데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Common	  Cause,	  RedistrictingCA,	  법 및 

사회 정책의 법원장 얼 워런 학교(Chief	  Justice	  Earl	  Warren	  Institute	  on	  Law	  &	  Social	  Policy),	  
버클리 법대(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