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캘리포니아 시민 
선거구조정위원회

선거구 지도는

매 10 년마다 변경됩니다 .

여러분 커뮤니티의 이익을 옹호하십시오 !

#WeDrawTheLinesCA
캘리포니아 시민 선거구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이해 , 정치 또는 
정치적 영향없이 선거구 경계를 다시 조정하기 위한 캘리포니
아 주민 단체입니다 . 저희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

2008 년 11 월 ,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유권자 우선법 (Voters FIRST Act) 을 통과시
켰고 , 독립 시민 선거구조정위원회의 창설을 승인하여 의회 , 주 상원 , 주 의회 및 주 
조세형평위원회를 위한 새로운 선거구 경계선을 그릴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 해당 업
무를 캘리포니아 입법부로부터 시민들에게 양도합니다 . 2010 년에 , 의회에 제출한 
유권자 우선법은 의회 선거구 지정 업무를 해당 위원회에 추가했습니다 . 

www.WeDrawTheLinesCA.org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한 중 하나는 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스
스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 선거구 경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 권한 부여
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대화하거나 또는 이를 최소화하고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사
이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독립적인 캘리포니아 시민 선거구조정위원회는 재임 
중인 정치인이 아닌 ,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공평하게 선거구를 지
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

선거구가 귀하의 커뮤니티를 최대한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유사한 이익을 추구하는 
주변 커뮤니티와 함께 지정되도록 하기 위해 귀하의 커뮤니티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
은 중요합니다 . 이는 귀하의 자녀의 교육에 대한 품질 및 재원 조성 또는 귀하의 세율 
결정과 같은 의사결정을 할 때 귀하의 목소리가 귀하가 선출한 대표들에게 들리도록 
해줍니다 .

여러분의 이익 공동체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귀하의 커뮤니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시 / 카운티 )? 귀하의 커뮤
니티가 위치한 지역의 경계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
십시오 .

•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표를 위해 귀하의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어
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귀하의 커뮤니티가 함께 묶이기를 원하는 , 또는 묶이기를 원하지
않는 주변 지역은 어디입니까 ?

귀하의 COI 를 설명하는 것은 선거구의 경계가 시작되고 끝나는 위치를 식별하
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

다음에서 다른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의견
을 확인하십시오 . 

https://www.wedrawthelinesca.org/public_input

www.WeDrawTheLinesCA.org

https://www.wedrawthelinesca.org/public_input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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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edrawthelinesca.org/public_input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대한 
의견을 나눌 준비가 되셨
습니까 ?

온라인상에 지도 그리기 : 
www.DrawMyCACommunity.org

회의에서 발언하기 :
www.WeDrawTheLinesCA.org/meetings

이메일 보내기 :
VotersFirstAct@crc.ca.gov

우편으로 발송하기 :
721 Capitol Mall, Suite 260
Sacramento, CA 95814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

메일링 리스트 및 소셜 미디어 툴킷 구독

e-blast 와 위원회의 주간 소셜 미디어 툴킷을 받
아 입소문을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

https://www.wedrawthelinesca.org/sign_up

좋아요 누르기 , 팔로우 , 구독

소셜 미디어 팔로우하기  
(Facebook/Twitter/Instagram/Linkedin/YouTube).

@WeDrawThe LinesCA

시청 모임 가지기

회원 , 유권자 및 커뮤니티를 모아 위원회 회
의 , 선거구 재조정 기본 사항 동영상 또는 COI 

툴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channel/
UCMKfuZnixpNCxte_Qh-Me4Q

https://www.youtube.com/channel/
UCfTVZHU73Ore3jfIIfCfcPg

입소문을 퍼뜨리기

S 위원회의 자료를 14 개 언어로 공유하십시오 . 
아랍어와 아르메니아어로부터 타갈로그어와 베
트남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다
양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의견을 얻을 수 있도

록 도와주십시오 .

https://www.wedrawthelinesca.org/outreach_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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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게시물 샘플

INSTAGRAM
지도를 그릴 때 , 이익 공동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저희

는 시와 카운티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익 공동체에 대한 캘
리포니아 주민들로부터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이익 공동체란 
효과적이며 공정한 대표를 목적으로 하나의 선거구 내에 포함
되어야 하는 , 공동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인구
가 모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 www.WeDrawTheLinesCA.org 를  
방문하거나  www.DrawMyCACommunity.org. 에서 직접 의견

을 입력해주십시오 . #wedrawthelines 

TWITTER
공청회 동안 참여하십시오 . 다음 사이트에서 실시간 회의 시
청하기 : http://videossc.com/CRC/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 이메일 : VotersFirstAct@crc.ca.gov  
또는방문 : DrawMyCACommunity.org.

우편 : 721 Capitol Mall, Suite 260, Sacramento, 95814

LINKEDIN
소셜 미디어에서 2020 # 캘리포니아 시민 # 선거구조정위원회

(CRC) 와 연결하십시오 !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 트위터 , 
인스타그램 @wedrawthelines, 링트인을 팔로우하고 , 그들의 유튜

브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
www.WeDrawTheLinesCA.org 를 방문하거나  

www.DrawMyCACommunity.org 에서 직접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 
#wedrawthelines #California #Citizens #Redistricting

#WeDrawTheLinesCA

FACEBOOK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한 중 하나는 정부가 업무
를 수행하도록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 선거구 경계가 어
떻게 지정되는지는 권한 부여와 유권자의 목소리를 최대화하거나 
또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

록 하는 것 사이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www.WeDrawTheLinesCA.org 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www.DrawMyCACommunity.org 에서 직접 의견을 입력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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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기사 샘플

2008 년에 ,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유권자 우선법을 통과시켰을 때 해당 위원회 창설을 승인했습니다 . 이로 인해 
위원회는 새로운 선거구 경계선을 그을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0 년에 , 의회에 제출한 유권자 우선법은 
의회 선거구 지정 업무를 해당 위원회에 추가했습니다 .

매 10 년마다 , 연방정부가 업데이트한 인구 정보를 발표한 후 , 캘리포니아는 선거구가 주의 인구를 제대로 반영
하도록 의회 , 주 상원 , 주 의회 및 주 조세형평위원회 선거구의 경계를 반드시 재조정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한 중 하나는 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입
니다 . 선거구 경계가 어떻게 지정되는지는 권한 부여와 유권자의 목소리를 최대화하거나 또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때로는 정권에서 커뮤니티들을 제외시키기 위해 선거구 조정을 활용했습니다 . 앞으로 진행될 선거구 조정 절차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 더 많은 커뮤니티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기
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최대한 커뮤니티 전체를 유지하는 데 매
우 중요합니다 . 이는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에 대한 품질 및 재원 조성 또는 세율 결정과 같은 의사결정을 할 때 여
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들리도록 합니다 .

이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캘리포니아 시민 선거구재조정 웹사이트  
www.WeDrawTheLinesCA.org. 이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캘리포니아 시민 선거구재조정 웹사이트  
www.DrawMyCACommunity.org. 를 방문하십시오 .

http://www.WeDrawTheLinesCA.org
http://www.DrawMyCACommunity.org.%EB%A5%BC


자료자료

선거구 경계 그리기 기준 해당 구역 CRC 안내서

참여 방법 안내

선거구 재조정 기본 사항 동영상

COI 정보 회의

스페인어 선거구 재조정 기본 사항 동영상

CRC 자주 묻는 질문

https://d3n8a8pro7vhmx.cloudfront.net/ccrc/pages/77/attachments/original/1613683170/6_Things_to_Consider.pdf?1613683170
https://d3n8a8pro7vhmx.cloudfront.net/ccrc/pages/77/attachments/original/1613683170/6_Things_to_Consider.pdf?1613683170
https://d3n8a8pro7vhmx.cloudfront.net/ccrc/pages/77/attachments/original/1628265727/Zones_Map_8.6.21.pdf?1628265727
https://d3n8a8pro7vhmx.cloudfront.net/ccrc/pages/77/attachments/original/1613681054/CRC_2020_Flyer_v1.pdf?1613681054
https://d3n8a8pro7vhmx.cloudfront.net/ccrc/pages/77/attachments/original/1613681054/CRC_2020_Flyer_v1.pdf?1613681054
https://d3n8a8pro7vhmx.cloudfront.net/ccrc/pages/77/attachments/original/1628265727/Zones_Map_8.6.21.pdf?1628265727
https://d3n8a8pro7vhmx.cloudfront.net/ccrc/pages/77/attachments/original/1617743838/CRC_2020_FAQs_Final_1.pdf?1617743838
https://d3n8a8pro7vhmx.cloudfront.net/ccrc/pages/77/attachments/original/1617743838/CRC_2020_FAQs_Final_1.pdf?1617743838
https://d3n8a8pro7vhmx.cloudfront.net/ccrc/pages/77/attachments/original/1627153429/COI_Meetings_Flyer.pdf?1627153429
https://d3n8a8pro7vhmx.cloudfront.net/ccrc/pages/77/attachments/original/1627153429/COI_Meetings_Flyer.pdf?1627153429
https://d3n8a8pro7vhmx.cloudfront.net/ccrc/pages/1/attachments/original/1624481533/Steps_for_Participating_in_COI_Meetings_1.pdf?1624481533
https://d3n8a8pro7vhmx.cloudfront.net/ccrc/pages/1/attachments/original/1624481533/Steps_for_Participating_in_COI_Meetings_1.pdf?1624481533
https://youtu.be/bsPzYGxqHA8
https://youtu.be/bsPzYGxqHA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