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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 및 정치적 대표성 – 선거구 재구획
인구조사는 선거구 재구획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또한 커뮤니티의 정치적 대표성을 결정합니다. 유권자들은
시의회 의원, 주 의원, 그리고 연방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구에 나뉘어 배정됩니다. 미국헌법은 각
선거구에 거의 동일한 수의 시민들이 거주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 만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10 명의 시의원이 있다면 구획선을 그려 선거구를 나누고 각 시의원들은 대략 만명을 대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구 재구획은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구조사는 인구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매 십년마다 시행됩니다. 사람들은 이동하고 인구가 늘거나 줄기 때문에
각 선거구의 경계는 새로운 인구조사 자료에 따라 다시 그려집니다. 이과정을 선거구 재구획이라고 부릅니다.
선거구 재구회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선거구 재구획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대표성을 증가시키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선거구
재구획은 아시아계 유권자 인구구조를 나누거나 혹은 특정 정당이 유리하도록 고의로 잘못 개편하여 그
지역사회 속 아시아계의 투표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후보를 선출하는
공정한 기회를 확고히 갖기 위해서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선거구 재구획의 옵션
인구조사 자료는 시, 카운티, 이웃, 또는 거리 블록 등 구체적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 인종, 그리고
다른 특성들을 보고합니다. 이러한 인구조사 자료들을 토대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나누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지역구 안에 묶어 그들이 선택하고 싶은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구들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통해 그 지역사회에 아사아계 미국인들의 인구가 충분히 많거나 밀집되어
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 아시아계 미국인- 기회구역” –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유권자의
다수(적어도 50%)가 되는 지역. 아시아계는 이런
구역에서의 구역 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 아시아계 영향 구역” – 아시아계가 그 선거구
인구의 상당한 부분(약 20~30%)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 따라서 여러 후보들 중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약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다인종 구역” – 아시아계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소수민족과 연결되어 있는 구역.
아시아계가 그 구역 지역인구의 다수가 못되지만
소수 민족들과 함께 다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지역 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아시안 어메리칸 교육법률기관은 선거구 재구획에
관하여 커뮤니티 그룹과 함께 일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의 선거에서 완전하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인구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조사는
인구조사에서 아주 중요한 첫 단계 입니다. 인구조사에 참여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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