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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선거구 재구역 위원회의 지원 과정
2009 년 12 월 15 일 부터 2010 년 2 월 12 일까지 신청 가능함
아시안계 및 태평양계 미국인 신청자가 필요함
로스 앤젤레스 – 캘리포니아의 선거 지역구 경계선은 선거 지역구를 고르게 분배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의 인구 조사
(Census) 자료에 의해 10 년마다 새로 만들어진다. 경계선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누가 선거에 출마할 것이며 누가
당선될 것인지, 지역사회가 보존될 것인지 불공정하게 나누어질 것인지가 결정된다. 과거에는 주의회가 주의회의
상원과 하원, 그리고 Board of Equalization (조세형평국) 선거를 위한 지역구 지도를 그렸다. 2011 년에는,
주민발의안 11 에 의하여, 14 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재구역 기획을 맡을 것이다. 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한
지원 기간은 2009 년 12 월 15 일부터 2010 년 2 월 12 일까지이다.
2011 년에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후 결론적으로 선거구 지도를 새로 그릴
것이다. 2011 년 1 월부터 위원회가 새 선거구 지도를 도입하는 2011 년 9 월까지, 위원회들은 일주일에 10 시간에서 40
시간 정도의 업무 이행을 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원들에게는 하루에 300 불 수당과 위원회의 일로 지출되는 경비가
지불된다.
위원회에서 그리는 지도는 아시안 아메리칸과 태평양계 지역사회가 지역구 경계선에 의하여 보존될지 분리될지 결정할
것이다. 아태 법률 센터의 Voting Rights Project 유진 리 디렉터는, “이 과정에서 우리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격이 되는 아시안 아메리칸과 태평양계 아메리칸이 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전했다.
위원회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서류는 www.wedrawthelines.ca.gov 에서 찾을 수
있으며 2010 년 2 월 12 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태 법률 센터 (APALC) 와 협력 단체들은 1 월과 빠른 2 월 중에 위원회
신청에 관한 워크샾을 열 것이다. 워크샾 스케줄은 www.facebook.com/capafr2011 에서 찾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 14 명의 위원회원들이 캘리포니아주 감사원의 지도에 따른 다단계의 선출 과정에 따라 선출될
것이다. 위원회원들은 2010 년 12 월 31 일에 임명될 것이다. 위원회는 5 명의 민주당원, 5 명의 공화당원, 4 명의 무소속
또는 제 3 당에 등록된 임원들로 이루어 진다.
위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원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최소한 지난 5 년간 투표자 명단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지난
세번의 주 선거 중 두번 이상 투표를 했어야 하고, 분석 능력을 갖추었으며, 공정하고, 캘리포니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위원회나 워크샾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redistricting@apalc.org 로 아태 법률 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www.facebook.com/capafr2011 방문하면 된다. 캘리포니아주 감사원 웹사이트,
www.wedrawthelines.ca.gov/toolkit.html 에서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와 베트남어로 번역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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