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앤젤레스카운티시민선거구획정 (CRC) 위원회

1



LA 카운티선거구획정접근법

과거접근법

▪ 로스앤젤레스카운티감독위원회가제안된
경계선변경을연구할경계재획정위원회(BRC, 
Boundary Redistricting Committee)를
자문역으로만임명했습니다.

▪ 감독위원회는최종획정된경계를채택하기
전에수정을할수있었습니다.

California SB 2016호에따른새로운
접근법

▪ 다음 10년동안의 5개감독지구들의
경계선을획정할시민선거구획정
위원회의구성

▪ 감독위원회의영향으로부터독립함

▪ 로스앤젤레스카운티의다양성을
합리적으로대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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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획정된 5개
감독지구들



우리의가치관

책임: 우리는로스앤젤레스카운티의모든유권자들에이바지하는프로세스와서로에대해
책임을집니다.

투명성: 우리는선거구획정프로세스의모든면에서개방성을유지하는데모든노력을
다합니다.

객관성: 우리는공평한방식으로감독지구를설정하는데있어서주의깊고, 계획적이며, 
공정하고, 공명정대하며부당한영향에적극적으로저항할것입니다.

청렴성: 우리는정직하고, 진실하며, 윤리적이고, 원칙적이며, 공손하고, 전문직에
종사합니다.

포용성및공평성: 우리는포괄적인공공지원활동, 대중참여, 및피드백에있어서목적을
두고, 계획하며, 효과를봄으로써진정한소속감을만들어내어키우며잠재적장벽을
없애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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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은왜중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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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수준에서,주기적인선거구획정과경계선변경은
다음과같이하는데중요합니다.

▪ 지구인구의균형을다시맞추는데

▪ 감독위원회가로스앤젤레스카운티의
다양한주민을공정하게반영하도록만전을
기하는데

▪ 인구면에서합리적으로균등한지구들을
설계하는데

▪ 귀하가선택한감독관에투표하는데

▪ 귀하가자신이선택한감독관에투표할수
있게하는데



선거구획정은왜
중요한지
▪ 감독위원회는다음과같은주민들이
선호하는것들과필요로하는것들에
반응을보여야합니다.

▪ 삶을향상시키기위한공공정책

▪ 귀하의커뮤니티에서제공되는
서비스및자원

▪ 공중보건및공공의료원

▪ 공공사회복지서비스

▪ 보안관

▪ 자치제비인가지역및계약
도시에제공되는지방자치제
서비스

▪ … 및기타많은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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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구조사인구추정치,
2019년 7월 1일, (V2019)

10,03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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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인구가많은미국카운티:
캘리포니아주의인구중 25%가
포함된 1천만명

가장민족적으로다양한미국
카운티들중하나

88개도시및 100개이상의자치제
비인가지역

로스앤젤레스시는 4백만
주민들이있는 2번째로가장
인구가많은도시입니다.

LA 카운티에는 5개감독지구가
계속있을것입니다. (어떠한
변경도유권자승인을받아야할
것입니다.)

현행감독지구들



어디에경계선을획정해야하는가?
미국헌법, 52 U.S.C. § 10301, 캘리포니아주선거법 § 21534

▪ 합리적으로균등한인구를설정하십시오
▪ 10년마다, 지구경계선은각지구가규모에서
다시균등하게되도록재획정되어야합니다.

▪ 미국인구조사 2020년데이터에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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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여기에서시작 >



선거구획정을
통해소수집단의
투표권을어떻게
빼앗아갈수
있는지의예.

소수집단은모든 4개지구에서
오직 ¼만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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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집단과민족집단에공정한기회를주십시오



선거구획정을통해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이선택한
후보자를어떻게
선출할수있는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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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집단은이지구의
¾만차지합니다.

과반수를뽑을수있으면, 투표권법에따라그렇게해야합니다.



어디에경계선을획정해야하는가?

▪ 지구의모든부분들을연결하십시오
(지리적연속성)

▪ 지구들을획정하는데있어서인근
인구를무시하지마십시오 (조밀도)

▪ 관심있는도시, 이웃, 및
커뮤니티들의지리적보전을
보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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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커뮤니티는자신의효과적이고공정한대의권을위해단일지구에있어야
하는공동의사회적및경제적관심을공유하는인접주민입니다. 관심있는
커뮤니티에는정당, 공직재임자, 또는정치후보자와의관계가포함됩니다.

인접하지않음 인접함

분산됨왜곡됨조밀함



어디에경계선을획정해야하는가?

▪ 당파적편파를피하십시오 –귀하가
어디에경계선을획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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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선거구

60% 빨간색정당표

40% 파란색정당표

5개지구

5개지구파란색정당표다수

0개지구빨간색정당표다수

파란색정당승리

5개지구

3개지구빨간색정당표다수

2개지구파란색정당표다수

빨간색정당승리



귀하가할수
있는일

▪ https://redistricting.lacounty.gov에서선거구
획정에등록하고참여하십시오.

▪ 참여를장려하십시오

▪ 지리적으로집중된관심있는커뮤니티들과
함께일하십시오

▪ 주민들과기타단체들과협력하여 CRC의심의에
상정할제안된선거구획정지도를
제출하십시오

▪ LA 카운티는일반국민이올여름에사용할
무료지도제작소프트웨어를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redistricting.lacounty.gov/


우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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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Mayeda, 공동-의장

Carolyn Williams, 공동-의장

Jean Franklin, 위원

David Holtzman, 위원

Mary Kenney, 위원

Mark Mendoza, 위원

Apolonio Morales, 위원

Nelson Obregon, 위원

Priscilla Orpinela-Segura, 위원

Hailes Soto, 위원

Saira Soto, 위원

Brian Stecher, 위원

John Vento, 위원

Doreena Wong,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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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districting.lacounty.gov에서등록하십시오. 

https://us02web.zoom.us/j/82726060927에서가상으로 CRC 회의

및공청회에참석하십시오.

귀기울여듣기만하려면, (669) 900-9128번으로전화하고, 827 2606 

0927#을입력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LACountyRedistricting/에서유튜브로

CRC 회의및공청회를보십시오.

https://publiccomment.redistricting.lacounty.gov/를통해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우편송부처: Los Angeles County CRC, P.O. Box 56447, 

Sherman Oaks, CA 91413)

https://redistricting.lacounty.gov/
https://us02web.zoom.us/j/82726060927
https://www.youtube.com/LACountyRedistricting/
https://publiccomment.redistricting.lacounty.gov/


LA 카운티 CRC 직원

상임이사

Gayla Kraetsch Hartsough, Ph.D.
(818) 907-0397
ghartsough@crc.lacounty.gov

CRC 직원

Thai V. Le (박사학위후보, USC)
GIS, 공공정책, 및기술지원

Carlos De Alba
마케팅, 미디어, 및공공지원컨설턴트

독립법률고문

Holly O. Whatley, 변호사, 주주
Pamela Graham, 변호사, 선임고문

Colantuono, Highsmith & Whatley, PC 
790 E. Colorado Blvd., Suite 850
Pasadena, CA 91101-2109
(213) 542-5700 전화
(213) 542-5710 팩스
hwhatley@chwlaw.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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