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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 카운티의 선거구획정 절차

10년마다 지방 정부는 새로운 인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반영하기 위해 

선거구획을 다시 그립니다. 의회 법안 849 (2019)에 의하면 시 및 카운티는 선거구획정 과정에 공동체의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공청회 또는 연구회를 열어 시민분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비영어권 공동체 

구성원들 역시 포용해야 합니다. 

선거구획정이란 무엇입니까? 

10년마다 각 지구가 인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선거구획정 과정은 

각 시의원이 동일한 수의 유권자를 대표하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County]의 감독위원회가 감독 

선거구획 설정을 책임집니다. 선거구획정은 2021년 3월 31일 경에 발표된 미국 인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행합니다. [county] 카운티의 경우, 선거구획정 절차는 [date]까지 완료됩니다. 

선거구획정이 나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거구획정은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해 함께 선거구로 그룹화되는 지역 및 공동체를 결정합니다. 

일반인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감독관 선거구의 다음 선거구 지도를 선택하는 데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 경계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놓으셨다면, 시 

의회와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의 카운티 서기에게 문의하여 절차 진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기존 감독관 선거구획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링크에서 카운티의 현재 감독관 선거구획 지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link] 

선거구획을 설정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나요? 

선거구획은 실행 가능한 범위까지 다음 기준을 사용하여 그려야 합니다: (1)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어야 

합니다(각 시의회 선거구는 옆 선거구와 공통의 경계를 공유해야 합니다). (2) 특정 지역 또는 공동체의 완전한 

지리 형태를 존중하여 그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려야 합니다. (3) 분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의 

완전한 지리 형태를 존중하여 그려야 합니다. (4) 자연적 또는 인공적 장벽(도로, 고속도로, 철도 등)을 따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계를 그려야 합니다. (5) 지리적 간결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선을 그려야 합니다.  

또한 특정 정당에 대한 호의나 차별을 목적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선거구 재조정에 대해 카운티 주민들에게 알리나요? 

감독위원회는 지역 언론에 연락하여 선거구획정 절차를 홍보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획정 과정에 대해 

다양한 지역 구성원 단체들에게 알리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역의 공공 [hearings] [or] 

[workshops]은 카운티 주민이 사전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언어로 제공됩니다. 감독위원회는 선거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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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ings] [or] [workshops]을 시민분들에게 알릴 것이고, 선거구 채택 전에 지도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선거구획정 절차에 대해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웹 페이지를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당 선거구획정위원회는 [hearings] [or] [workshops]를 열어 선거구획이 그려질 곳에 대한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해당 [hearings] 또는 [workshops] 개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Date, location, time] 

또한 제안하고 싶은 지도 초안을 추가한 공개 의견을 다음 이메일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email]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카운티는 선거구획정 과정에 대한 웹 페이지를 관리합니다. 링크를 확인하세요: [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