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도에 대한 질문들

자주 묻는
질문들:
1

새 지도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주 헌법

조

인증된 날짜

항에 따르면 최종 지도는 국무장관에게
년

월

일 에 시행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행 날짜는 국민투표 청원이 제출되는

일의 기간을 촉발합니다 충분하고 시기적절한 국민투표
청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도는 시행 인증
월

일 후

년

일 후에 효력 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도와

새로운 선거구 경계는

년 예비 선거와 총선 때까지

실제로 작동 하지 않습니다 새 경계는 해당 선거에
사용되며 새 선거구는

년 총선이 완료될 때까지 실제로

존재 하지 않습니다

2

나에게 새로운 대표자가 있습니까
현행 선거구 경계는 여전히 다양한 선출직 공무원 및 공직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결정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즉

총선 취임 전까지 유권자는

년

년 선거에 따라 당선될 수

있는 새로운 선거구의 기존 대표자가 아니라 구 기존
선거구의 대표자가 계속 대표합니다

3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기존 선거구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특별 선거는 구 경계를
사용하며 이 특별 선거가

년 월

일 이후에 실시될 수

있더라도 해당 후보자가 마지막으로 선출되었을 때의 기존
선거구에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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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지도를 열람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버전의 최종 지도 등가성 및 형상 파일은
웹사이트의
최종 지도 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도 뷰어를 사용하여 귀하의
선거구를 살펴보고 커뮤니티를 확대 및 축소해보십시오 검색
상자에 주소 또는 우편 번호를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5

6

7

8

현행 지도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현행 지도
년 승인됨 는
웹사이트의
데이터 탭 아래에 있는 지도 뷰어를 이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주소 또는 우편번호를 입력한 후 원하는
지도 유형 의회 상원 국회 조세형평위원회 에 대한 드롭다운
메뉴에서
현재 날짜 지도를 선택하기만
하십시오

최종 지도 보고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최종 보고서와 모든 첨부 파일은
웹사이트의
최종 지도 리포트 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연 가속 유권자란 무엇입니까
주 상원의 엇갈린 임기는 짝수 번호의 상원 선거구에 대해 새로운
선거구와 오래된 선거구 사이에 중복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나의 선거구는 왜 이런 방식으로 그려졌습니까
지도를 그릴 때 위원들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엄격한
가중치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