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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선거구선거구선거구 조정이란조정이란조정이란조정이란? 

 

10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조사로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대략 알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인구가 얼마인지 알면 선거구를 조정합니다. 즉, 선거구 경계를 새로 정해 선거구마다 인구 수가 같게 합니다.  

 

����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 시민시민시민시민 선거구선거구선거구선거구 조정조정조정조정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란란란란? 

 

2008년과 2010년에 투표자들은 주민발의안 11번과 20번을 가결했습니다.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14인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경계를 정합니다. 

• 53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 40개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선거구 
 

• 80개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선거구 

• 4개 조세형평국 선거구 인구조사 자료와 주민 의견을 토대로 위원회는 공개 대중 회의에서 선거구 지도를 새로 그리고 2011년 8월 

15일까지 최종 지도와 보고서를 승인해야 합니다. 

 

���� 위원회는위원회는위원회는위원회는 선거구선거구선거구선거구 경계를경계를경계를경계를 어디로어디로어디로어디로 정할지정할지정할지정할지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결정하나요결정하나요결정하나요결정하나요?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정해진 특정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선거구 지도를 그립니다. 

1. 미국 헌법을 근거로 선거구의선거구의선거구의선거구의 인구가인구가인구가인구가 같게같게같게같게 경계를경계를경계를경계를 정합니다정합니다정합니다정합니다. 

2. 연방연방연방연방 투표권법을투표권법을투표권법을투표권법을 준수하여준수하여준수하여준수하여 소수 민족 투표자들이 자신이 택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3. 선거구선거구선거구선거구 경계를경계를경계를경계를 서로서로서로서로 접하게접하게접하게접하게 그려그려그려그려 어떤 선거구이든 모든 지점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4.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시시시시, 관심사관심사관심사관심사 공유공유공유공유 공동체공동체공동체공동체, 동네동네동네동네 등을등을등을등을 가능한 정도까지 존중합니다존중합니다존중합니다존중합니다. 

5. 실행 가능한 경우, 위 기준이 충족된 후에 한하여 선거구를선거구를선거구를선거구를 조밀하게조밀하게조밀하게조밀하게 그립니다그립니다그립니다그립니다. 

6. 실행 가능한 경우, 선거구선거구선거구선거구 안에안에안에안에 선거구가선거구가선거구가선거구가 있게있게있게있게 그립니다그립니다그립니다그립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주 상원의원 선거구에 두 개의 주 하원의원 선거구가 있고, 하나의 조세형평국 선거구에 10개의 주 상원의원 선거구가 있게 하는 식입니다.  

7. 아울러아울러아울러아울러, 위원회는위원회는위원회는위원회는 선거구를선거구를선거구를선거구를 설정할설정할설정할설정할 때때때때 현직현직현직현직 의원이나의원이나의원이나의원이나 정치정치정치정치 후보자의후보자의후보자의후보자의 거주지를거주지를거주지를거주지를 고려해서는고려해서는고려해서는고려해서는 안안안안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 위원회는위원회는위원회는위원회는 왜왜왜왜 대중의대중의대중의대중의 의견을의견을의견을의견을 듣고듣고듣고듣고 싶어싶어싶어싶어 하나요하나요하나요하나요?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관해 의견을 말하면 선거구 경계가 지역사회 전체를 결속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가까운 지역사회와 연대하게끔 정해지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질이나 높은 세율 등과 같은 문제를 결정할 때 여러분이 선출한 지도자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 공개적으로공개적으로공개적으로공개적으로 제시한제시한제시한제시한 의견은의견은의견은의견은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되며되며되며되며 경계경계경계경계 설정에설정에설정에설정에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사용되나요사용되나요사용되나요사용되나요? 
 인구조사 자료와 더불어, 공개적으로 제시된 의견은 위원회가 선거구 경계 설정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대중 의견 수렴의 주안점은 자신의 동네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로부터 관심사 공유 공동체의 독특한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 일반일반일반일반 대중은대중은대중은대중은 경계선이경계선이경계선이경계선이 어디로어디로어디로어디로 그어지는지그어지는지그어지는지그어지는지 볼볼볼볼 수수수수 있나요있나요있나요있나요? 

 예!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되며, 웹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실시간 전달되고 녹화되어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녹취록 및 자료실 비디오와 더불어 대중에게 전례 없이 투명하게 제공됩니다. 제안된 선거구 지도 초안은 위원회의 웹사이트에 6월과 7월에 게시됩니다. 

 

 



���� “관심사관심사관심사관심사 공유공유공유공유 공동체공동체공동체공동체”란란란란 무엇인가요무엇인가요무엇인가요무엇인가요? 
 관심사 공유 공동체(Community of Interest)(COI)란 사회적, 경제적 관심사를 공유하는 지리적으로 연결된 인구를 말합니다. 그러한 공통의 관심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 지방, 산업, 농업 등 지역과 관련한 공통 관심사 및 강, 산, 해안, 내륙, 하천 유역 등 지리와 관련한 공통 관심사  

• 주민이 비슷한 생활 기준을 공유하거나, 같은 교통 시설을 이용하거나, 비슷한 근로 기회를 갖거나, 선거 절차와 관련하여 같은 의사소통 매체를 이용할 뿐 아니라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는 지역의 공통 관심사  
 

���� 대중은대중은대중은대중은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의견을의견을의견을의견을 제시하고제시하고제시하고제시하고 발언할발언할발언할발언할 수수수수 있나요있나요있나요있나요? 
 위원회는 관심사 공유 공동체의 고유한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대중의 의견 제시를 권장합니다. 관심사 공유 공동체에 관한 대중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 주 전역에서 열리는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직접. 의견 수렴 공청회 장소와 날짜가 수록된 전체 일정은 웹사이트 www.wedrawthelines.ca.gov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대중의 의견은 votersfirstact@crc.ca.gov로 이메일로 보내거나 다음 주소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Citizens Redistricting Commission 

1130 K Street, Suite 101 

Sacramento, CA 95814 팩스: (916) 322-0904 

• 지역사회 기반 단체(CBO)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고 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CBO가 많이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RedistrictingCA.org. 
 

���� 의견의견의견의견 수렴수렴수렴수렴 공청회에서는공청회에서는공청회에서는공청회에서는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발언해야발언해야발언해야발언해야 하나요하나요하나요하나요? 
 대중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는 각 사람이 위원회에 자신의 지역사회에 관해 발언할 시간이 최대 5분(발언자가 많으면 3분)까지 주어집니다. 위원회가 각 관심사 공유 공동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합하여 발언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신의당신의당신의당신의 지역사회를지역사회를지역사회를지역사회를 결속하는결속하는결속하는결속하는 것은것은것은것은 무엇입니까무엇입니까무엇입니까무엇입니까 – 당신의당신의당신의당신의 지역사회를지역사회를지역사회를지역사회를 한한한한 데데데데 연결하는연결하는연결하는연결하는 것은것은것은것은 무엇입니까무엇입니까무엇입니까무엇입니까? 
 

             

             

             
 

   ���� 당신의당신의당신의당신의 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 소재지는소재지는소재지는소재지는 어디입니까어디입니까어디입니까어디입니까 – 당신의당신의당신의당신의 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 경계선은경계선은경계선은경계선은 어디입니까어디입니까어디입니까어디입니까? 
 

             

             

             
 

   ���� 그그그그 지역사회가지역사회가지역사회가지역사회가 왜왜왜왜 결속되어야결속되어야결속되어야결속되어야 합니까합니까합니까합니까 – 왜왜왜왜 다른다른다른다른 지역과지역과지역과지역과 구별되어야구별되어야구별되어야구별되어야 합니까합니까합니까합니까? 
 

             

             

             
 

���� 지도는지도는지도는지도는 많은많은많은많은 도움이도움이도움이도움이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예를예를예를예를 들면들면들면들면, 구글구글구글구글 지도나지도나지도나지도나 AAA, 심지어심지어심지어심지어 손으로손으로손으로손으로 그린그린그린그린 지도도지도도지도도지도도 좋습니다좋습니다좋습니다좋습니다. 어느어느어느어느 지도이든지도이든지도이든지도이든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예예예예: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시시시시)는는는는 물론물론물론물론 경계경계경계경계(예예예예: 거리거리거리거리, 강강강강, 철도철도철도철도 등등등등)도도도도 분명히분명히분명히분명히 표시되어야표시되어야표시되어야표시되어야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 시민시민시민시민 선거구선거구선거구선거구 조정조정조정조정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나나나나 전반적인전반적인전반적인전반적인 선거구선거구선거구선거구 조정에조정에조정에조정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정보는정보는정보는정보는 어디서어디서어디서어디서 더더더더 알아볼알아볼알아볼알아볼 수수수수 있나요있나요있나요있나요?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의 웹사이트 www.wedrawthelines.oca.gov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캘리포니아 전역의 선거구 조정 지역 및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공정한 대표 – 행동하는 민주주의!”에 관한 선거구 조정에 동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