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DrawTheLinesCA.org
California 선거구 조정 기본사항

1



안내—오늘 대중 의견 수렴은 없을 
예정입니다

California 정부법 섹션 8253(a)(3)에 따라--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공청회 외 누군가로부터 선거구 조정 사항에 대해 
소통을 하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러한 교육용 발표 동안 어떠한 대중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중의 의견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위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eDrawTheLines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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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조정이란 어떤 것입니까?

각 선거구에서 어떤 California 
주민을 대표하는지 결정하는, 
새로운 경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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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지도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

► 커뮤니티들은 변화합니다. 

► 사람은 새로 태어나고, 사망하고, 
이주를 하기도 합니다.

► 커뮤니티는 성장하고 
축소됩니다.

► 대략 동일한 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들이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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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목소리
► 선거구 조정은 왜 중요합니까?

► 귀하가 왜 참여해야 합니까?

► 해당 절차에서 귀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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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정권에서 커뮤니티들을 제외시키기 위해 선거구 
조정을 활용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선거구 조정 절차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더 많은 
커뮤니티들은 자신들의 필요사항과 이익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자신들의 선택에 의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거구 조정이 귀하에게 주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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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권력을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재원 조성 우선순위 커뮤니티 경계



공정한 대표로 가는 길

► 인구조사—매 10년마다 미국 총인구를 집계하며, 해당 데이터는 주와 선거구간 인구 
이동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데 사용됩니다.

► 재배분—주별로 인구 규모 비율에 따른 의석수가 배분되도록 매번 국가 차원의 
인구조사가 실시된 이후 연방정부는 주정부들 사이의 하원 의석을 재분배합니다.

► 선거구 조정—각 선거구에서 어떤 California 주민을 대표하는지 결정하는, 새로운 
경계를 지정합니다.

► 공정한 대표—역사적으로,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그들의 유권자를 선택할 수 있게끔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러한 이전 방식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공정한 대표 이념을 약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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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선거구 조정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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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에 따른 6가지 선거구역 지정 기준
위원회는 선거구 지도를 작성할 때 다음 순서에 따라 다음의 가중치에 따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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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떠한 재직자 또는 정치 후보자의 거주지도 지도 작성에 고려되지 않을 
것이며, 선거구는 재직자, 정치 후보자 또는 정당에 유리하게 또는 차별할 목적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선거구 조정 노력

주—의회, 주 상원, 주 의회위원회, 및 
조세형평국.

10

카운티—58개 카운티, 일부는 자체 절차가 있음.

도시—482개 도시, 일부는 자체 절차가 있음.

교육구—1037개 교육구, 일부는 자체 절차가 
있음.

기타 선거구 조정 노력—상수 지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등.



역사

► 2010년 이전—의원들이 구역을 지정, 또는 입법부에서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지정

► 11번 개정안(2008)—유권자 우선 법안/주 상원, 주 의회위원회 및 
조세형평국에 대한 우리가 지정하는 선거구

► 20번 개정안(2010)—의회 지구 추가

► 2010년 선거구 조정위원회

► 2020년 선거구 조정위원회

► 독립된 위원회가 있는 기타 주—Arizona, Colorado, Idaho, Michigan, 
Montana 및 Washington은 구역 지정을 위해 독립된 위원회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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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정
► 위원 신청(20,000명이 넘는 지원자)

► 추가 신청(2,000명)

► 인터뷰/심사 절차(지원자 120명)

► 지원자 목록을 의회로 송부(지원자 60명)

► 의회의 삭제(각 당별로 12명 삭제)

► 추첨제: 첫 8명

► 최종 6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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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 2020년 위원: 14명

•Isra Ahmad, San Jose, 선호하는 당 없음 •Sara Sadhwani, La Cañada Flintridge, 민주당

•Linda Akutagawa, Huntington Beach, 선호하는 당 없음 •Patricia S. Sinay, Encinitas, 민주당

•Jane Andersen, Berkeley, 공화당 •Derric Taylor, Los Angeles, 공화당

•Alicia Fernández, Clarksburg, 공화당 •Pedro Toledo, Petaluma, 선호하는 당 없음

•Neal Fornaciari, Tracy, 공화당 •Trena Turner, Stockton, 민주당

•J. Ray Kennedy, Morongo Valley, 민주당 •Angela Vázquez, Los Angeles, 민주당

•Antonio Le Mons, Studio City, 선호하는 당 없음 •Russell Yee, Oakland,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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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역할
► 커뮤니티 연락/
대중 의견 수렴 회의
• 주민 참여 장려
• 커뮤니티 의견 수렴
• 공개 증언 청취

► 선거구 지도 작성--의회(52), 상원(40), 의회위원회(80) 및 조세형평국
(4)을 위한 선거구 지도 초안 및 최종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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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SACRAMENTO

      의회         상원          의회위원회             BOE
    (700,000명)                 (931,000명)                 (466,000명)                   (9백만 명)



담당 구역
구역 카운티 위원

A Del Norte, Humboldt County, Mendocino, 
Lake, Napa, Sonoma, Trinity

Toledo 위원
Taylor 위원

B
Butte, Colusa, Glenn, Lassen, Modoc, 

Plumas, Shasta, Siskiyou, Tehama 
Sinay 위원
Yee 위원

C
Alameda, Contra Costa, Marin, San 
Francisco, San Mateo, Santa Clara, 

Solano

Yee 위원
Toledo 위원

D
El Dorado, Nevada, Placer, Sacramento, 

Sierra, Sutter, Yolo, Yuba 
Fernandez 위원

LeMons 위원

E
Monterey, San Benito, San Luis, Obispo, 

Santa Barbara, Santa Cruz, Ventura
Fornaciari 위원
Kennedy 위원 

F
Fresno, Kern, Kings, Madera, Merced, San 

Joaquin, Stanislaus, Tulare
Turner 위원

Vazquez 위원

G
Alpine, Amador, Calaveras, Inyo, 

Mariposa, Mono, Tuolumne
Andersen 위원

Akutagawa 위원

H Los Angeles Taylor 위원
Ahmad 위원

I Riverside, San Bernardino Kennedy 위원
LeMons 위원

J Orange Akutagawa 위원
Sadhwani 위원

K Imperial, San Diego Sinay 위원
Ahmad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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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공동체(COI)

► 이익 공동체(Communities of Interest, COI)--효과적이며 공정한 대표를 
목적으로 하나의 선거구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동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인구가 모여있는 것을 이익 공동체라 합니다. 

► 예를 들면 문화, 유사한 생활 수준을 공유, 동일한 교통 시설 사용, 유사한 
근무 기회가 있거나 동일한 대중매체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 
등을 포함합니다. 

► 사람들은 여러 이익 공동체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익 공동체는 선거구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선거구 조성에 있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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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커뮤니티 결정
► 지도를 제작하고 저희에게 귀하의 커뮤니티에 대해 알려주며 이익 
공동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구두 증언—개인적인 이야기는 역사적 맥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강력합니다.

► 서면 증언—귀하의 커뮤니티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서면 설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문제—종종 커뮤니티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선출 대표가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에 참여합니다. 귀하의 
이익 공동체가 중점을 두는 문제가 있습니까?

► 경계도—귀하의 이웃 또는 지역의 지도를 만드십시오.

17



절차에 참여하기

오늘 귀하의 의견을 제공하십시오:
DrawMyCACommunity.org

18

설명하기 
귀하의 커뮤니티

그리기 
지도상의 귀하의 커뮤니티

보내기
귀하가 직접 위원회에 

증언하기



대중의 의견을 제공하는 방법

► 이익 공동체(COI) 맵핑 툴: DrawMyCACommunity.org

► 선납 우표와 함께 종이 문서 형태로도 사용 가능할 예정입니다 .

► 저희 웹사이트: www.WeDrawTheLinesCA.org에서, 그리고 “나의 CA 커뮤니티 아이콘 
그리기” (Draw My CA Community) 를 클릭하십시오

► 이메일: VotersFirstAct@crc.ca.gov

► 전화로 참여: (916) 323-0323

► 우편: California Citizens Redistricting Commission
721 Capitol Mall, Suite 260
Sacramento, CA 95814

온라인 COI 툴은 영어, 스페인어, 간체 중국어, 번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 
한국어, 아르메니아어 , 페르시아어 , 아랍어, 러시아어, 일본어, 펀자브어 및 크메르어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튜토리얼도  사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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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접근
► 번역된 자료: 개요, 전단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California 선거구 

조정 기본사항 발표

• 언어—스페인어, 간체 중국어, 번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 
한국어, 아르메니아어 , 페르시아어 , 아랍어, 러시아어, 일본어, 펀자브어 
및 크메르어.

► CRC 업무 회의에서 대중의 의견에 대한 통역은 5일 전에 통보할 경우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작성된 대중 의견은 어떠한 형태로든 CRC로 보낼 수 있으며 영어로 
번역될 것입니다.

► 위원회는 COI 툴을 통해 들어온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의견은 영어로 번역할 
것입니다.

► 귀하가 회의 중 의견 제시를  위해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회의가 개최되는 
날짜로부터  영업일로 5일 전에 위원회에 통역 서비스 요청을 알려주십시오 . 
위원회는 요청된 언어의 통역사를 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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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대법원 판결

CA 대 Alex Padilla S262530 입법 
2020년 7월 17일

California 대법원은 인구조사 결과의 발표가 지연되므로 
위원회로 하여금 California 주무장관에게 2021년 12월 

15일까지 그 지도들을 제출하도록 2020년 7월 17일 자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 결과를 2021년 7월 31일 
이후에 받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기한은 이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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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021년 2월-5월, 2021년: 교육용 발표(California 선거구 조정 기본사항)
► 2021년 6월-8월: 대중 의견 수렴 회의(COI)
► 2021년 8월 15-30일: 인구조사 데이터가 주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
► 2021년 9월 30일-10월 31일: 인구조사 데이터가 위원회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 
► 2021년 10월-12월: 대중 의견 수렴 회의/구역 지정 세션 

(사전 선거구 지도)
► 2021년 11월-12월: 선거구 지도 초안 공개
► 2021년 12월-2022년 1월: 대중 의견 수렴 회의/구역 지정 세션 
► 2021년 12월-2022년 2월: 선거구 지도 공개
► 2021년 12월-2022년 2월: 주무장관에게  최종 선거구 지도 제출

22



안내—오늘 대중 의견 수렴은 없을 
예정입니다

California 정부법 섹션 8253(a)(3)에 따라--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공청회 외 누군가로부터 선거구 조정 사항에 대해 
소통을 하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러한 교육용 발표 동안 어떠한 대중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중의 의견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위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eDrawTheLines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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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보 제공 세션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California Citizens Redistricting Commission
721 Capitol Mall, Suite 260

Sacramento, CA 95814
(916) 323-0323

 Marcy.Kaplan@crc.ca.gov 

위원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eDrawTheLinesCA.org   

소셜미디어  사용자 이름: @WeDrawTheLin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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