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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민에 대한 법적 공고: 
새로운 도시 구 경계에 대한 공청회 일정 

 
 
 

산타 아나시는 대중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다음과 같은 공고 사항이 제공되므로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질문을 하고, 의견을 말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공청회에 앞서 우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사항 - 산타 아나 시의회는 캘리포니아주의 투표권 법률안(CVRA)을 포함하여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법 모두를 준수하도록 구(ward) 경계를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일련의 커뮤니티 

미팅 및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 경계는 2012년 1월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시정부는 시의원이 모든 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 현재의 선거 제도가 아시아계 미국인 (보호 계급)이 자신들의 

선거인을 선출하지 못하게 하여 산타 아나 의회 선거의 결과 또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 CVRA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이 서신을 받은 후, 시의회는 

2018년 11월 6일 일반 총선거에 헌장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시의회 선거인은 

시의회 의원 선거 방법을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평의회 구성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구에 거주해야 하며 그 구의 선거인에 의해서만 선출됩니다. 시의회는 구 경계가 

CVRA를 포함한 연방법 및 주법과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 

재설정 과정은 관심있는 사람들이 구 경계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커뮤니티 

미팅과 공청회로 구성됩니다. 
 
커뮤니티 미팅 
 



지역 사회 봉사 활동 회의 (Community Outreach Meetings)는 일반인들에게 선거구 선거로의 

전환과 구 경계 채택을 위한 시의 절차에 대해 알리는 교육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됩니다. 

인구 통계학자는 시의회의 2018년 5월 15일 회의 75B 항목의 일부로 포함된 플랜 D를 

포함하여 지역 사회 봉사 활동 회의 (Community Outreach Meetings)에서 표본지도 작성 

제안서를 제출하고 커뮤니티 의견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 미팅은 시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특정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따라서 8 월 27 일이 속한 주간에 개최됩니다. 
http://www.ci.santa-ana.ca.us/coc/ward-re-boundary.asp 
 
공청회 일정  
 
시 헌장은 구 경계가 동등한 인구수여야 하며, 시의회가 그러한 경계를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최소한 일(1)회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에서는 다음 몇 달 동안 구 경계를 

고려하기 위해 사(4)회의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처음 두 청문회는 재경계 설정 과정을 

설명하고 구 경계를 수정하는 데 사용된 기준을 검토하며 거주자가 잠재적 경계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두 청문회는 제안된 새로운 구 

지도(들)의 개발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청문회는 제안된 

지도를 고려하고, 선호하는 지도를 선택하고, 마지막 새로운 구 지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공청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이(2)회의 공청회는 구 재경계 설정 과정을 검토하고, 잠재적인 구 경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구 경계의 지도 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에 대한 시의회 지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 9월 4일 화요일 오후 5:45 – 시의회 정기 회의, 시의회 회의실, 22 Civic Center Plaza, 
Santa Ana, CA 
 

• 9월 18일 화요일 오후 5:45 – 시의회 정기 회의, 시의회 회의실, 22 Civic Center Plaza, 
Santa Ana, CA 

 
다음 이(2)회의 공청회는 구 지도 초안의 내용과 선거 순서에 대한 주민 의견을 구하고, 

선호하는 구 지도를 선택하고, 채택을 위한 조례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 10월 16일 화요일 오후 5:45  - 시의회 정기 회의, 시의회 회의실, 22 Civic Center 
Plaza, Santa Ana, CA 

 
•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5:45 - 위임된 시의회 정기 회의, 시의회 회의실, 22 Civic 

Center Plaza, Santa Ana, CA 

http://www.ci.santa-ana.ca.us/coc/ward-re-boundary.asp


 
구의 새로운 경계를 정하는 조례의 최종 채택. 시 헌장에 따라 새로운 구 경계의 승인은 

다섯(5)개의 찬성표를 필요로 합니다. 
 

• 11월 20일 화요일 오후 5:45 – 시의회 정기 회의, 시의회 회의실, 22 Civic Center 
Plaza, Santa Ana, CA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시는 구 재경계 설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시의 웹사이트 http://www.ci.santa-ana.ca.us/coc/elections.asp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거주자가 연락할 수 있는 전용선 (714) 647-6520, ext: 2520 을 운영합니다. 
 
의견 수렴 방법 -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서면 의견을 시의회의 서기(Clerk of the 

Council, Civic Center Plaza - M30, Santa Ana, CA 92710)에게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시의회 회의 당일 오후 3시까지 ecomments@santa-ana.org ("시의회 회의" 참조)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수신된 이메일은 회의 다음날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파일로 저장됩니다. 
 
질문자를 위한 연락처 – 질문이 있으시면 의회 사무실 서기에게 전화 714-647--6520, ext: 

2520로 연락하시거나 ecomments@santa-ana.org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추가 정보를 얻는 곳 - 이 의제에 관한 모든 직원의 보고서는 정기 업무 시간 동안 시의회 

서기에게서 공개 검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시의회 회의 전 금요일에 시의 

웹사이트 http://www.santa-ana.org/coc/granicus.asp 에 게시됩니다. 
 

 
위 문제에 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본 공고에 설명된 공청회에서 제기한 문제 또는 

산타 아나 시의회 회의 또는 공청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후이자(Maria Huizar), 

시의회 서기(Clerk of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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