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LACCRC)

선거구 재조정에 대해
알아야 할 것
민주주의체제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힘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 주민으로서, 우리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그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 우리를 대표하는 시의원에게 투표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때 선출된 공직자에게 전화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이나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것을 의사결정권자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 선거구 재조정 과정은 우리의 힘을 행사하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해야만 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선거 만큼 민주주의체제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거구 재조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 보고서는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왜 그것이 당신에게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구 재조정이란 무엇입니까?
로스앤젤레스 시의 모든 사람은 하나의 시의회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주하는 선거구에 기초하여 시의원을 선출할 기회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 보일
하이트, 파코마, 베니스, 사우스 엘에이는 다른 선거구이며, 그러한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투표합니다.
10 년 마다, 전체 카운티는 각 선거구를 정하는 지도를 재작성 하기 위해 선거구
재조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역사회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감에 따라, 선거구들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헌법에 의하면, 어떠한 선거구 재조정 지도 안의 모든 선거구들은 대략 같은
수의 사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작성된 지도들은 모든 수준의 정부(시, 카운티, 주
및 연방) 에서의 정치적 힘과 대표권의 배분을 정할 것입니다.

선거구 재조정이 왜 문제가 됩니까?
선거구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지는 지가 주민이 누구에게 투표하는 가와 심지어는 선출된 공직자가 당신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권은 힘입니다. 시청에서 당신을 누가 대표하는 지가 다소간 가능한
주택공급, 보다 깨끗한 거리, 더 좋은 공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거구가 당신에게 공평한
대표권을 주는 방식으로 작성될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당신이 시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결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도들은 당신의 이웃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방식으로 작성 되어야만 합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어떻게 운용됩니까?
시장과 시의회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수많은 지역사회의 이익을 반영해 줄 새로운 선거구들을 어떻게 작성하는 지를 자문해 줄
독립적인 시민 위원회를 임명해 왔으며 이런 일들은 이것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21인 위원회는 시의 모든 부분으로 부터 온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이 시청에서 동등하고 공평한 대표권을 확실하게 가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이 다시 그어지기 전에, 위원회는 일련의 19 개의 공청회와 지역사회 회합을 가질 것입니다. 각 시의회 선거구당 1회 및
4 회의 지역 회합이 있을 것입니다.
공청회를 끝내고 위원회는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데이터와 함께 당신이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새 지도를 작성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당신의 피드백을 확실하게 받도록 지도들은 작성된 후에 지역사회 온라인과 공청회를 통해 제시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에 지도들을 수정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 시의회로 보낼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에 걸친 거의 대부분의 지역사회에서 20 21년 7 월 1일 에서 20 21년 9 월 25일 사이에 열리는 19 개의 선거구 재조정
공청회에 참가하십시오.

참석하거나 사실상 참여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여기를 클릭하거나 bit.ly/ LACCRCZoom
듣기만 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전화 걸기 1-669 -254 -5252, 입력 161 545 4787 #
서면 의견을 제출하려면 : 여기를 클릭하거나 bit.ly/ lacitycoi
당신은 또한 증언을 서면으로 re d is t ric t in g .la c it y@ la c it y.o rg 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는 선거구 지도를 어떻게 작성하는 가에 대한 권고를 개발할 때 당신의 입력사항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당신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교회, 공원, 쇼핑 지역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사람들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이웃들에게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지역사회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규칙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들이 포함하는 것은:
1.
2.
3.
4.

시의회 선거구들은 반드시 동일한 인구 사이즈 이어야 합니다.
선거구의 다른 부분들은 반드시 지리적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들을 다수의 선거구로 나누는 것을 반드시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선택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라틴계, 아시안 아메리칸 및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같은 민족들을 보호하도록 의도된 법인 투표권 법을 준수하십시오.

우리를 팔로우 해주세요:
LACCRC2021
@LACCRC2021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임무는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서 공평하고 동등한 대표권을 가질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의회 선거구와 지역사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로스앤젤레스 시의
www.lacity.org/residents
에서 “내 이웃 정보”에 들어가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