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 재조정 규칙: 이익 집단 
 

이익 집단이란? 

이익 집단은 공통된 정책 문제가 있고 단일 지역에서 유지 관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웃, 커뮤니티 또는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이익 집단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단순히 이웃이 어떤 공통점을 공유하는지, 그리고 주변 커뮤니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독특한지 자신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이 이익 집단을 정의합니다.  

 

이익 집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익 집단을 연합하는 것은 선거구 재조정 절차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어온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원은 자신의 사례를 개진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자신의 우려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커뮤니티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는, 주요 사안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익 집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익 집단은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공통된 사례를 창출합니다. 지도 및 내러티브 프로필을 만들고 커뮤니티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질적(사례) 정보와 정량적(데이터 또는 통계) 정보가 모두 제시될 때 가장 강력한 주장이 됩니다. 이익 집단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명확한 규칙이 없지만, 다음은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 개인적인 증언 - 개인의 사례는 강력합니다.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통점과 커뮤니티를 독특하게 만든 사례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려는 커뮤니티 구성원을 

찾으십시오. 도시 밖에서 온 방문객에게 귀하의 커뮤니티를 설명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귀하의 이웃 주민에게는 거리 축제, 퍼레이드와 같은 

기념행사나 전통이 있습니까? 공원이나 커뮤니티 센터와 같이 커뮤니티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까? 커뮤니티가 어떻게 함께 걸어온 발자취는 

무엇입니까?  

 

 

 

이익 집단의 예는 무엇입니까? 

이익 집단은 여러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종 및 민족은 이익 집단을 정의하는 데 기여하지만 유일한 

정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는 혈통, 역사 또는 언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함께 일해온 거주자의 경우 현지 건강 클리닉 개업을 옹호 

● 자연 재해 후 이웃 보수를 위해 지원 요청하는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  

● 해당 지역 근처에 고등학교를 건설하기 위해 조직된 이웃 주민 

● 음력 설과 같은 문화적 휴일에 대해 특별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커뮤니티 

● 주변의 석탄 공장 폐쇄를 옹호하는 이웃 주민 

 



 

선거구 재조정 교육안 작성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Common Cause Common Cause,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al Fund, and State Voices in collaboration 
with Arizona Coalition for Change,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AAJC,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Los Angeles,  Black Voters Matter Fund, Brennan 
Center for Justice, Campaign Legal Center, Center for Community Change, FIRM (Fair Immigration Reform Movement), Center for Popular Democracy, Demos, 
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Under Law,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Legal Defense Fund, NALEO Educational Fund, 
Pennsylvania Voice, and Southern Coalition for Social Justice. 

● 서면 설명 – 커뮤니티 사례를 진술하면서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교육 수준, 졸업률, 가계 소득 중간값, 빈곤 수준, 기술 이용, 주택 소유율, 언어 격리, 유권자 등록률 등의 증언 관련 통계를 비롯한 여러 

통계를 첨부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미국 인구 조사 기관, 대학, 지역 정부 보고서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국과 같은 

곳에서 나오는 신뢰할 수 있는 소득에 관한 자료나  기타 소득, 교육, 언어, 인종, 민족 및 혈통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 커뮤니티 문제 – 자신들의 문제를 선출된 대표자가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선거구 재조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사례와 서면 내러티브로 커뮤니티 문제를 개진하면 커뮤니티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선출된 관리들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뮤니티가 이웃의 중요한 서비스, 더 나은 학교, 도로 또는 보건 센터를 옹호하기 위해 발자취를 함께 

해왔습니까? 공휴일을 알아보거나 역사적인 행사를 기념하는 등 커뮤니티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경계 지도 – 해당 이웃 및 지역 지도를 만듭니다.  거리 이름과 중요한 위치를 표시합니다. 사회 서비스 기관, 커뮤니티 센터, 쇼핑 구역, 학교, 종교 장소 

등 중요 표지와 모임 장소 등을 포함합니다. 커뮤니티 지역을 독특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Google Maps 또는 기타 

지도제작 사이트를 사용하여 지도를 만드십시오. AAA 도로 지도와 같은 종이 지도도 지도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청문회에서 발표하거나 의원들과의 회합에 참가해 사용함으로써 커뮤니티의 공동체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프로필과 증언을 구성하면 선거구 재조정 절차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래의 정책 옹호 및 연합 건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 기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지도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관여하기: 증언을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