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선거구 재조정에 관해 알아야 할
5 가지 사항
선거구 재조정은 10년에 단 한 번 실시합니다. 마치 유성우(Meteor shower)나
일식을 기다리듯이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1.

선거구 재조정은 정부 내에서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1년에 캘리포니아주는 의회, 주 의회, 주 상원, 주 조세 형평국 위원회 (Board of
Equalization) 등에서 여러분을 대표할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경계선을 다시 그릴 것입니다.

새롭게 그려지는 선거구 경계선으로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이해하고 대변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2.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나온 지도에 따라 어느 커뮤니티들이 동일한 그룹이 되는지
결정되어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
람들이 동일한 선거구에 모이면 여러분이 공유하는 관점과 필요를 이해하는 대표자
를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새로운 지도에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함께 유지가 된다면 결속하면 여
러분이 지역 사회에서 원하는 변화를 쉽게 변경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선거구가 확정되면 어떤 목소리는 확대되는 반면 어떤 목소리는 무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커
뮤니티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향후 10년간, 선출된 공무원 중 단 한명 조
차도 여러분 커뮤니티에 중요한 일들을 우선시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 질 것입니다. 예를들
면, 자녀를 위한 보다 나은 학교, 인근 지역의 도로 안정 등 이런 사연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4.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 재조정 과정은 미국에서 가장 투명한 과정 중 하나입니

다.

선거구 지도는 2020 센서스 인구조사를 기반한 인구 정보로 새롭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출된 각 공무원은 동일한 캘리포니아 주민수를 대표합니다. 하지
만 이는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주 전체 선거구 재조정 과정은 시민 중심이며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 커뮤니티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선거구 재
조정 위원회는 대중의 피드백을 수용해여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 지도를 그리면,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이를
반영하여 선거구 경계선을 새롭게 그릴 것입니다.
5.

캘리포니아 시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California Citizens Redistricting Commission)는
여러분 커뮤니티의 중요 사안들을 여러분에게서 직접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선
거구 지도를 그리며 여러분의 중요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회에 자세한 서한을 작성해 보내거나, 지
역 청문회에 참석하여 커뮤니티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로컬 기관과 협력하여 증언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검토할 여러분의 커뮤니티 지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 대한 전문가가 되셨으니 올해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꼭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bit.ly/ALC-CA-Redistricting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