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한표
신중히 행사하십시오!

선거구 재구획에 대하여
미국헌법에 따르면 모든 주정부는 십년마다 한번씩 연례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 구역의 경계를 재검토 해야만합니다. 워싱턴주의 유권자들은 각선거구역의
범위를 조정하는 절차를 초당적이고 공평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83 년
워싱턴주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선거구역 재구획 위원회는
의결권이있는 민주당의원 2 인, 과 공화당의원 2 인, 그리고 의결권이 없는 무소속
1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구획이란 무엇입니까?
재구획이란 선거구역의 경계를 변경함으로써 모든 구역간의 인구수가 거의
동일하도록 하고 정부내에서 소수이익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재구획과정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공평한 선거권을
보증하게 됩니다.

선거구 재구획은 왜 필요할까요?
지역사회나 주의 인구수가 변화함에 따라 정부내에서 그 지역이 대표하는
비중에도 균형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선거구 재편성은 이러한 불균형함을
해소하여 국민 개개인이 주입법부나 미국 의회에서 공정하게 대변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거구 재구획과정에서 정당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까?

재구획 과정은 선거구 재구획이 모두에게 공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원회단은 상/하원 내에서의 최대다수 두 정당의 입법부 위원 지도자들에 의해
선정됩니다. 결의권을 가진 네명의 위원중 과반수가 주정부 헌법에 명시된
기일내에 입법상의 재구획 계획과 미연방의회 선거구 재구획계획의 최종안에
동의해야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방하원의원 의석수 재분배란 무엇인가요?
연방하원의원 의석수 재분배는 10 년에 한번씩 실시되며 50 개주에 의회 의석을
재분배하여 미의회내에서 국민 개개인이 공정하게 대변될수있도록 하는과정을
말합니다. 연방법에 의하면 미하원은 총 435 의석을 50 개주를 대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주는 의회에서 최소한 1 석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385 석은 인구수에 따라 분배 됨니다. 주별 인구가 각기 다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석은 인구증가 속도가 낮은주에서 인구증가 속도가 빠른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2010 인구조사에 의하면 워싱턴주의 인구는 6 천 7 백만을 약간 넘습니다.
인우리주의 인구가 대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워싱턴주는 의회에서 열번째
의석을 얻게 됩니다. 그에따라 워싱턴주의 선거구 재구획 의원회는 이 열번째
의회 의원선거구역의 범위를 정해야만 합니다.

각 선거구의 인구수는 몇명입니까?
선거구별 인구수는 2010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각 선거구의
인구수는 그 숫자결정에 에 있어 최대한도로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그리고 또한
실행 가능성한 수치로 책정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전체 인구 6 백 70 만명을 49
입법구역으로 나누었을때 각 구역의 인구수가 약 137,235 명이어야 하며 열개의
의회 선거구로 나눌때는 약 672,454 명 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거구역의 재조정시에 고려되는 기준에는 어떠한것들이 있나요?
선거구역 재조정에 적용되는 기준들은 주정주법과 연방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구역의 경계설정시에는 :
각구역이 동일하거나 혹은 동일한 수준에 가까운 사람수를 포함하도록
해야합니다. (혹은 실행가능한 사람수)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표를 선출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도록
하기위해 투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선거구는 연속성있고, 조밀하며,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할만큼 편리하게
구획되어야 합니다.
공통 관심사를 가진 도시, 카운티, 이웃, 그리고 지역간의 경계를 존중하고 그
지역간의 분열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선거구 경계설정에 있어서 특정 현직 의원, 후보자 또는 정당을 편애 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역사
1889- 주정부 헌법에 입법부가 해마다 인구조사를 실시이후 “거주자수”에 따라
선거구역을 재조정할것을 명시함
1998- 최초의 입멉부는 하원의원 70 인과 상원의원 35 으로 구성됨. 1890 년과
1901 년에 워싱턴주의 인구 증가에 발맞추고자 의원수를 추가함.
1931- 시민들이 의원의 숫자 배분이 부적절함에 불만을 토로하고 발의안을
사용한 구역 재조정을 논의함
1954- 입법부 의원들이 각 정당의 입장을 내새워 선거구 재구획을 놓고 충돌을
벌인이후 여성유권자 연맹이 자신들의 선거구 재구획발의안을 제출함-발의안 199

1956-발의안 199 통과, 그결과 선거구 재구획과 주인구수 변화양상이 밀접하게
연관됨. 그러나 다음 총회 기간 입법위원회가 그 재구획 계획을 대폭 수정함
1958- 여성유권자동맹이 주정부 헌법을 개정을 통해 입법부가 재구획계획을
신속히 채택하지 않을경우 그 임무를 대신할 위원회를 구성할것을 제안함.
유권자들이 이 제안을 반대함.
1960 년대 – 여성유권자 연맹이 선거구 재편성을 위한 또다른 발의안을 제출.
1957 년에 그어진 구획경계가 차별성을 띄었음을 알게된후 연방정부가 개입함.
주정부 입법회가 연방 재판소가 만족할만한 절충안을 통과하는데 3 년이 소요됨.
1970 년대 – 미 연방 지방법원이 1965 년의 재편성 입법안이 위헌적이었다는
판결을 내림. 주정부는 현행법하에 더이상의 선거를 실시할수 없게됨. 미
연방지방법원이 1972 년 2 월 25 일까지 공정한 선거구 재구획 계획안을
마련할것을 명령함. 주 입법위원회가 기일내에 계획안을 준비하지 못하자 법원이
직접 나서서 재편성 계획을 수립함.
1980 -1982 년도에 계속되는 충돌에 지친 주정부 입법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재구획 위원회를 구성하여 1991 년부터 작업할것을 제안함
1991- 다시금 연방법원에서 명령한 90 일 기한을 준수하기위해 5 인의
임시위원회를 선임했고 1983 년 재편성 기한을 성공적으로 준수함.
1983 – 유권자들이 주정부 헌법을 개정하고 위원회를 제정하겠다는 투표용지
법안을 승인함. 워싱턴주가 미국네에서 세번째로 위원회를 통하여 선거구를
재구획하는 주가 되었음.
1991- 제 1 차 재구획위원회가 성공적으로 헌법이 정한 기일내에 재편성계획안을
준비함
2001 제 2 차 재구획 위원회가 헌법이 정한 기일내에 재편성계획안을 준비함
2011 – 제 3 차 재구획 위원회 소집

위원회 위원 명단
Lura Powell, Ph. D
의결권없는 의장직
Richland
Slade Gorton
공화당 상원 임명자
Clyde Hill

Tim Ceis
민주당 상원 입명자
Seattle
Dean Foster
민주당 하원 임명자
Olympia
Tom Huff
공화당 하원 임명자
Gig Harbor

시민으로서 참여 하는법
선거구 재구획에 어떻게 참여할수 있나요?
본인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적의견이나 지역사회 구성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에 대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의 선거구나이나 워싱턴주의 선거구 구성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공개토론에 참여하세요. 자세한 시일과 장소는 저희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웹케스트를 통해 공개 토론에 참여하실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www.redistricting.wa.gov
(360)786-0770

PO Box 40948
Olympia, WA98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