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조정 참여 방법 

 

미국 인구 조사 이후 매 십년마다, 캘리포니아는 새로운 인구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 의회, 주 상원, 주 하원 및 주 

평준화 위원회 선거구의 경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Voters FIRST Act (2008)는 캘리포니아 주민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California Citizens Redistricting Commission) (이하 위원회)의 창설과 함께 이 권한을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부여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직 정치인이 아닌 주민들의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는 공정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여러분은 위원회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며, 커뮤니티 지도를 그리고 커뮤니티 피드백을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대해 위원회가 

알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rawMyCACommunity.org에서 이 문서를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우편 요금이 미리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간단한 3단계의 방법으로 참여하기 

 

 

 

 

 

 

 
#1 

 

여러분의 커뮤니티  

설명하기 

 

#2 
 

여러분의 커뮤니티를 지도에  

그리기 

 

#3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위원회에  

보내기 

 
 

예시 #1 

나는 Oak Knoll Valley라는 독특한 Farmers Branch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서쪽의 9번 고속도로와 동쪽의 

Sunnyside River 사이에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강을 따라 상업 및 혼합 용도로 구역화된 일부 지역이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Oak Knoll Valley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주로 영어와 스페인어이며 일부 주민들은 베트남어와 만다린을 

사용합니다. Oak Knoll Valley 강 건너편에는 River Glen 커뮤니티가 있으며, 주로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같은 학군에 있으며 Oak Knoll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River Glen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입법부 또는 의회 선거구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예시 #2 

저는 9번 고속도로와 5개 주간 고속도로 옆의 산업 및 상업 지역인 Bear City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Maple 

Street에서 Oak Street까지, 그리고 Green Drive에서 Fork Road까지 이어집니다. 거주민의 대부분이 다가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 지역에 새로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Bear City에는 자체 학군이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5개 주간 고속도로 반대편에 있는 River City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River City는 단독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매우 다릅니다. 

 

지도상에는 커뮤니티의 경계가 되는 거리, 고속도로 또는 자연 지형지물 등과 같은 여러분의 관심 커뮤니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의 세부사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