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조정: 개요
선거구 재조정은 무엇이며 왜 하는 것입니까?
선거구 재조정이란 정부가 선거 구역의 경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미국 하원, 주 의회,
시 의회, 교육위원회, 카운티위원회, 사법/수도 지역구 등 지역 선거가 실시되는 정부급 기관에 모두 적용됩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1 인 1 투표"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구마다 사람 수를 동일하게 만들어 각자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대표되게 합니다. 매 10 년마다 수집된 인구 조사 데이터는 새로운 인구 지도를 그려서 인구 집단을 주 및
지구 전체에서 변경 및 이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선거구 재조정이 왜 중요합니까?
선거구 경계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 누가 공직에 출마하며 선출되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선출된 대표자들은
안전한 학교를 보장하는 것부터, 이민 정책을 채택하는 것까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구의 거주자는
선출된 공무원이 커뮤니티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거구 경계선은 향후
10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며, 선출 공무원의 정책의 영향력은 그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관여해야 합니까?
선거구 재조정은 때때로 커뮤니티의 정치적 권력 행사를 배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완전히 참여하고 그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흑인들, 라틴계, 아시아계 미국인,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과 같은 덜 대표된
공동체는 그들의 선택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표현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선거구 경계선은
일반적으로 10 년에 한 번씩 그려지므로 이 과정은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구 재조정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주에서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선거구 재조정을 담당합니다. 대부분의 주 의회는 연방 하원 선거구 및
주의회지역구의 지도를 작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자체적으로 구역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점차 많은 주와
지역에서 선거구 재조정 책임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어떤 형태로든 구성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종종 적은
규모의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 과정이 언제나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여러분의 지역은 절차가 어떠한지 숙지하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선출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언제 선거구를 재조정합니까?
2020 년에 센서스(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일반적으로 1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주 및 지역은 인구 조사
자료를 받는 시기와 다음 선거 일정이 언제인지에 따라 선거구 재조정 일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코로나 19 세계 감염병으로
인해 미국 센서스 사무국은 인구조사 자료 마감일을 수개월 후인 2021 년 7 월 31 일로 연장했습니다. 이런 변경은 새 지도를
그리는 데 사용되는 일정 및 프로세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거구 재조정 과정은 2021 년에
시작되지만, 커뮤니티는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작업에는 공식 과정을 알리기 위한 커뮤니티 자료 수집과 진술을
수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게리맨더링이 소수 커뮤니티에게끼치는 영향:
분열된 Watts에 대한 엄청난 문제들
2003년 11월 12일, 급작스런 폭풍으로 로스엔젤레스 이웃 동네 와츠(Watts)에 5인치 이상의 비와우박이
쏟아졌고, 빗물 배수관이 넘쳐 커뮤니티에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150곳 이상의 건물과 주택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50,000명 이상의 주민들은 전기가 끊겼으며 약 6,000명이 카운티 응급 센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소방관들은
허리까지 찬 물 속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트리스, 옷가지, 자동차,
심지어 냉장고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지원하는 일에 늑장을 부렸습니다. FEMA
는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Gray Davis가 긴급 상황(홍수가 발생한 지 6일 후)을 선포했건만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와츠는 연방하원의원

3개의 선거구역(35, 37, 39)과 주 상원의 3개 선거구역(25, 27, 30)으로 나누어집니다.

로물로 리베라(Romulo Rivera), 전 의회 직원:“2003년 홍수 당시, 저는 우리 사무실이 매우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기억하지만, 선출된 대표들 간에 선거구 주민들 책임문제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누가 실제로 담당하원 위원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와츠는 3개의 다른 의회
및 주 상원 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같은 거리에서 다른 선거 구역에 속한 주민이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선거구 주민들은 불필요한 좌절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약 와츠가 모두 한 선거구에 속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Los Angeles Times, 2003년 11월 17일, "폭풍 피해자 긴급 지원요망" (폭풍 후 5일):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글로리아 파필리온(Gloria Papillion)은 다수 이웃 주민과 마찬가지로 구호 요원들이
아직도 오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몇몇은 구호 센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으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와츠는 라틴 인구가 많은 로스앤젤레스 남부 지역에 위치한 역사적인 흑인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오랫동안
높은 빈곤 및 범죄율로인해 고난을 겪었습니다. 와츠의 경우 로스앤젤레스 지역 주민 중 가구 수입이 가장
적으며(17,987달러), 폭력 범죄는 도시 평균의 300% 가까이 됩니다.

만약 이 동네 주민이 단일 선거구였다면 어떤 조치가 바람직한
반응이 될까요?

Common Cause에서 변용

선거구 재조정 교육안 작성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Common Cause,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al Fund, and State Voices in collaboration with
Arizona Coalition for Change,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AAJC,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Los Angeles, Black Voters Matter Fund, Brennan Center
for Justice, Campaign Legal Center, Center for Community Change, FIRM (Fair Immigration Reform Movement), Center for Popular Democracy, Demos, 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Under Law,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Legal Defense Fund, NALEO Educational Fund, Pennsylvania
Voice, and Southern Coalition for Social Jus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