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기: 절차이해
선거구재조정에관여하려면재구획절차가어떻게전개되는지이해해야합니다. 규칙과일정은개별주및지역에따라다르지만일반인이재구획과정에참여할
수있는몇가지일반적인단계가있습니다.
• 선거구 재조정 절차는 핵심 데이터인 2020년 인구조사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시작됩니다. 인구조사 사무국은 일반적으로 2021년 4월 1일까지
해당 주에 대한 인구조사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계적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데이터 발표 기한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7월 한
달 동안 주 단위로 발표되며, 2021년 7월 31일까지 모든 주에서 선거구 재조정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인구조사 데이터

• 커뮤니티 조직들이 이미 인구조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지금 이웃을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 문제 및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선거구 재조정를 준비 작업의 일환입니다.

• 입법부 또는 일종의 위원회 형태인 선거구 재조정 기구는 선거구 재조정 절차 및 공청회 날짜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충분한 통지 없이
수행되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결정권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청문회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공청회

자신의 이야기를 개진하며 커뮤니티 단합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초안 지도 제시 전에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 법적 선거구 재조정 절차가 있는 경우 의사 결정권자를 직접 옹호하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지도가 승인되면 잠재적 법적 문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도가 불만족스러운 경우와 투표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초안 지도

수 있습니다.

• 법적 선거구 재조정 절차가 있는 경우 의사 결정권자를 직접 옹호하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지도가 승인되면 잠재적 법적 문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도가 불만족스러운 경우와 투표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지도 승인

수 있습니다.

• 새 지도는 향후 10년간 계속되는 선거에 사용될 것입니다. 선거구 재조정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만큼 커뮤니티가 꼭 관여해야 합니다.

새 지도와 선거

선거구재조정교육안작성자는다음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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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