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사실 보고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역사상 최초!
독립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시민 선거구
획정 위원회(LA County CRC, LA 카운티
CRC)는 다음 10년 동안의 감독 지구들을
재획정할 것입니다.
귀하가 알아야 할 것
이 선거구 획정 프로세스는 과거 관행과 어떻게 다른지

과거에는, 감독 위원회가 최종 선거구 획정 경계를 채택하기
전에 최종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LA 카운티 CRC는 그
감독 위원회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고 LA 카운티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 개요

우리의 일은 미국 인구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지구당 약
2백만명으로 인구가 거의 같은 감독 지구를 채택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다른 고려 사항들은 인종 및 민족성에 관한
공정성; 도시를 분할하지 않는 것, 이웃 주민들, 및 관심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조밀한 지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왜 중요한지

지역 수준에서, 주기적인 선거구 획정은 다음과 같이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카운티의 다양한 주민과 커뮤니티들이 자신의 의견을
들려줄 기회를 갖도록 만전을 기하는 데
▪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하고
감독 지구들을 공정한 기회들을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획정하지 않는 데
▪ 감독관들이 다음을 통해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들과 필요로
하는 것들에 반응을 보이게 하는 데:
▪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 정책
▪ 공공 서비스 및 자원 (예컨대, 자치제 비인가 지역 및
계약 도시…그리고 더 많은 곳에 제공하는 공중
보건 및 의료원, 사회복지 서비스, 공원, 보안관,
지방 자치제 서비스)

우리는 투명하고 포용적인 프로세스를
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귀하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 우리의 정기 회의에 참석함
▪ 귀하의 생각을 우리의 공개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공유함

▪ 공개 의견서를 제출함
▪ 심의에 상정할 지도를 작성하고
제출함
▪ 다른 사람들에게 선거구 획정에 대해
알림

등록하십시오! 다음
웹사이트에서 참여하십시오.
https://redistricting.lacounty.gov/

새로 획정된 5개
감독 지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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