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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아메리칸을 위한 이중언어 투표용지 및 언어 지원
투표권리법 제 203 조 조항
1970 년대 초, 미 의회는 아시안아메리칸, 히스패닉, 알래스카 원주민과 북미
원주민이 영어구사가 미숙해 선거 참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미 의회는 투표권리법 제 203 조 아래 언어 지원 조항을
제정했습니다.
제 203 조 의무 조항
제 203 조 조항에 따라 특정 관할 구역은 반드시 투표용지, 유권자 등록 양식,
투표 방법 및 기타 모든 투표 자료를 번역할 의무가 있으며 투표 지구/구역에
통역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거해 유권자는 또한 투표 자료를
이해하고 투표에 도움이 되는 친구나 친척을 선택해 기표소에 동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203 조 조항은 지역 선거 관리원들이 언어 지원 체계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 단체들과 협력하기를 권장합니다.
제 203 조 조항의 적용
제 203 조 조항이 관할 구역에 적용되려면 인구조사를 근거로 아시안계 언어를
구사하는 영어사용 미숙인이며, 문맹률이 전국 비율보다 높은 투표 연령(18 세
이상) 인구가 5% 또는 10,000 명이되야 합니다.. 2010 년 인구조사 이후 제 203 조
조항에 따라 특정 언어와 방언을 포함한 번역된 투표 자료 및 통역인을 제공하는
카운티와 시 목록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제 203 조 조항 실행시 발생하는 문제
아시안계 언어를 구사하는 유권자를 위한 제 203 조 조항의 실행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관할 구역이 어떠한 언어 지원제공도 꺼림
 투표 자료의 번역상태 불량
 다른 언어 또는 방언을 구사하는 통역인을 배치
 투표소에 번역된 자료 및 표시판이 부재
 통역인 숫자 부족
모든 문제는 즉시 해당 선거관리원에게 신고되야 합니다.

자발적 언어 지원
미국 내 여러 카운티에서 아시안계 언어를 구사하는 인구가 상당수에 이르지만
제 203 조 적용 대상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역
단체들이 지역 선거 관리원들과 협력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번역된 투표
자료와 언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 시 행정당국에서 중국어, 베트남어와 크메르어 통역인을
투표소에 비치
보스턴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이중 언어 투표용지 및 언어 지원을 하도록
주법으로 명시.
지역 선거 관리원들과 협력해 보다 많은 아시안아메리칸들의 투표참여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아시안계 언어 지원 현황
2010 년 인구조사 이후
투표권리법 제 203 조 조항 적용 지역
알래스카
-알류샨 동부 자치구: 필리핀어
--알류샨 서부 인구조사 구역: 필리핀어
캘리포니아
--알라메다: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 로스앤젤레스: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인도어, 기타(지정되지 않음)
--오렌지: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새크라멘토: 중국어
--샌디에이고: 필리핀어, 중국어, 베트남어
--샌프란시스코: 중국어
--샌 마티오: 중국어
--산타클라라: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하와이
--호눌룰루: 중국어, 필리핀어, 일본어
--마우이: 필리핀어
일리노이
--쿡: 중국어, 인도어
메사추세츠
--퀸시 시티: 중국어
미시간
--햄트램크 시티: 방글라데시
네바다
--클락: 필리핀어
뉴저지
-버겐: 한국어
뉴욕
--킹스(브루클린): 중국어
--뉴욕(맨해튼): 중국어
--퀸즈: 중국어, 한국어, 인도어
텍사스
--해리스: 베트남어, 중국어
워싱턴
--킹: 중국어, 베트남어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 “info@aaldef.org” 또는 212-9665932)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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