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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CALIFORNIA 시민 선거구조정위원회 

 관심 커뮤니티(COI) 정보 회의 
귀하의 의견은 위원회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귀하의 커뮤니티의 경계를 존중하기 

위해 관심 커뮤니티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정된 저희 COI 정보 회의 중 하나에 참여하십시오. 이벤트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wedrawthelinesca.org/meetings  
https://www.wedrawthelinesca.org/meetings  
 

언어 및 접근성 서비스 요청: 

• 지정된 언어로 진행되는 회의들은 자동으로 해당 언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추가적인 언어에 대한 

통역 서비스는 반드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 통역 서비스 요청은 반드시 업무일로 해당 회의 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interpreter.request@crc.ca.gov로 이메일하거나, 등록 신청서를 통해, 또는 저희 사무실 (916)323-

0323번으로 전화를 이용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 관련 정정 사항이나 조정에 대한 요청은 최소한 업무일로 해당 회의 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votersfirstact@crc.ca.gov로 이메일하거나 저희 사무실  (916)323-0323 

번으로 전화를 이용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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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커뮤니티(COI) 정보 회의 

회의 세부사항: 

• 귀하의 COI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총 3분이 소요됩니다. 

• 일반 시민들의 의견 개진 시간은 회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 일반 시민들의 의견 개진을 위한 전화번호는 (877)853-5247번입니다. 귀하는 행사 당일 저희 라이브 스트림: 

http://videossc.com/CRC/에서 콜-인 코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 사무실에  

(916)323-0323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시간대를 예약하기 위해 등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참여를 위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귀하가 등록을 위한 개인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행사 당일에 전화를 걸어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 시간을 절약하고 온라인 https://DrawMyCACommunity.org/로 귀하의 COI 정보 사항을  

제출하십시오. 

구역 카운티 

A Del Norte, Humboldt County, Mendocino, Lake, 
Napa, Sonoma, Trinity 

B Butte, Colusa, Glenn, Lassen, Modoc, Plumas, 
Shasta, Siskiyou, Tehama  

C Alameda, Contra Costa, Marin, San Francisco, San 
Mateo, Santa Clara, Solano 

D El Dorado, Nevada, Placer, Sacramento, Sierra, 
Sutter, Yolo, Yuba  

E Monterey, San Benito, San Luis, Obispo, Santa 
Barbara, Santa Cruz, Ventura 

F Fresno, Kern, Kings, Madera, Merced, San 
Joaquin, Stanislaus, Tulare 

G Alpine, Amador, Calaveras, Inyo, Mariposa, Mono, 
Tuolumne 

H Los Angeles 

I Riverside, San Bernardino 

J Orange 

K Imperial, San Di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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