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탁인 투표구역 선거로의 전환  
정보 제공 문서 

  
  
2017 년 9 월, Rowland Unified 학군(RUSD) 수탁인 위원회에서는 각 이사회 이사가 

지정된 수탁인 투표구역 경계 내에 거주해야 하며 수탁인 투표구역 내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구 전체 투표에서 수탁인 구역 이사회 선거로의 전환을 제안한 

결의안 #SO-17-18:01을 도입했습니다. 수탁인 구역별 선거 체계 내에서는 유권자가 학교 

이사회의 한 자리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법령 섹션 35012에 따라 RUSD 교육 이사회는 교육구별 선거 체계로 선출되었으며, 

수탁인은 전체 지역구의 유권자가 선출했습니다. 수탁인은 짝수 연도에 선출하며 다음 

선거까지 4년 임기별로 역할을 수행하고 다음 선거에는 2020년 11월에 두 명의 수탁인 

선출이 예정되어 있고 2022년 11월 선거에 나머지 수탁인 공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투표권법(CVRA)에 따라 선거구별 선거는 인종적으로 양극화된 투표로 

이어질 경우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인종적으로 양극화된 투표는 “보호 대상 계급의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나 선거인의 선택과 나머지 유권자의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 

및 선거인 선택에 차이가 있는 투표”로 정의됩니다. 
  
교육구에서는 현재 형태의 선거가 CVRA 를 위반하지는 않으나, 허용되지 않는 

인종적으로 양극화된 투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별 선거에서 수탁인 투표구역 선거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019년 10월 10일부터 Rowland Unified 교육 학군에서는 필수 공청회 4회 중 첫 번째 

공청회뿐 아니라 추가 지역사회 회의를 개최해 지역구별에서 수탁인 투표구역 이사회 

선거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선거구별”체계에 따르면 학군 경계 내 등록된 모든 유권자는 이사회의 모든 공석에 

대해 후보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투표권법에 따라 필요한 새롭게 제안된 

체계에서는 후보는 “수탁인 구역”에서 선출됩니다. 이는 해당 수탁인 투표구역 내에 

거주하는 유권자만 동일한 구역에 거주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각 



이사회 의원(수탁인)은 지정된 수탁인 투표구역 경계 내에 거주해야 하며 수탁인 

투표구역에 있는 유권자만 이들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수탁인 투표구역별 체계에서 

유권자는 공석이 선거 연도 동안 공석인 경우 학교 이사회의 한 가지 공석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ROWLAND UNIFIED 학군에서 예정된 공청회: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6시 

• 목적: 수탁인 투표구역 개발 및 수탁인 투표구역 구성 시 고려해야 할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이 의견은 추후 이사회에서 고려할 지도 초안의 개발을 도울 것입니다.  

• 장소: Board of Education Meeting, Rowland Unified School District Office, 1830 S. 
Nogales Street, Rowland Heights 91748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4시 

• 목적: 수탁인 투표구역 개발 및 수탁인 투표구역 구성 시 고려해야 할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이 의견은 추후 이사회에서 고려할 지도 초안의 개발을 도울 것업니다. 

• 장소: Board of Education Meeting, Rowland Unified School District Office, 1830 S. 
Nogales Street, Rowland Heights 91748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 

• 목적: 11월 14일에 인구 통계학자가 제안한 지도가 이사회에 제시됩니다. 발표 

이후 이사회에서는 법률적으로 필요한 공청회 두 번 중 한 번을 개최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장소: Board of Education Meeting, Rowland Unified School District Office, 1830 S. 
Nogales Street, Rowland Heights 91748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 

• 목적: 이사회에서는 법률적으로 필요한 두 번째의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 장소: Board of Education Meeting, Rowland Unified School District Office, 1830 S. 
Nogales Street, Rowland Heights 91748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cvra@rowlandschools.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