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타애나 2021년
선거구조정
주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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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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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타애나
시구획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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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살펴볼사항:

• 선거구조정기본사항
• 전통적인선거구조정원칙
• 지도도구시연
• 관심커뮤니티에대한공개증언
• 공청회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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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조정이란?
정의

선거구조정은미국인구조사발표후 10년마다지역구
경계선을조정하는과정입니다. 잘알려진예로
의회지역구와주입법구가있지만, 지방정부도선거구
조정을해야합니다.

• 산타애나시 또한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조사 후에 시의회
지역들이 다시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2018년에 그랬던
것처럼이과정을거쳐야합니다

• 같은인구의지역구를만드는것외에도,선거구조정은지역
사회에권한을부여하고투표권을보호하는역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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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조정프로세스
구조

커뮤니티워크샵의목표는다음과같습니다:

• 지역사회지원청문회실시

• 의견수렴으로관심커뮤니티식별

• 시의회에추천지도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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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사용되며법원에서지지하는여러가지
기준이있습니다.

•비교적동일한크기 ‐시민이아닌,사람들기준
•연속성 –지역구가경계를넘나들어서는안됌
• "관심커뮤니티"유지
•시/군/지방정부노선과일치
•지역구압축 –외형적/기능적으로

전통적인선거구조정원칙
지역구의게리만더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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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선거구조정원칙
공정한대표성을위한새로운시의회선긋기

전국적으로사용되고법원에서지지하는여러가지
기준이있습니다.

•비교적동일한크기 ‐시민이아닌,사람들기준
•연속성 –지역구가경계를넘나들어서는안됩니다
• "관심커뮤니티"유지
•시/군/지방정부노선과일치
•지역구압축 –외형적/기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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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커뮤니티
대표성을위해비슷한사람들을한데모읍니다

관심커뮤니티는지역구의기본구성요소입니다.
관심커뮤니티는소수민족과언어그리고다른집단들을
포함합니다.

• 주관적
• 가능한포괄적일수있도록개방적

투표권법의적용을받는지역사회
• 라틴계
• 아시아계
• 아프리카계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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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커뮤니티
대표성을위해비슷한사람들을한데모읍니다

관심커뮤니티는지역구의기본구성요소입니다.
관심커뮤니티는소수민족과언어그리고다른집단들을
포함합니다.

• 주관적
• 가능한포괄적일수있도록개방적

투표권법의적용을받는지역사회
• 라틴계
• 아시아계
• 아프리카계미국인

관심커뮤니티에는인종요소가포함될수있지만, 
지역구경계선을그리는주된요소가될수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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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공동체
• 경제적이익
• 인종구성
• 민족지역
• 문화시설
• 종교시설
• 이민공동체
• 사용되는언어
• 지리적특징
• 이웃들
• 경제기회구역

• 관광지역
• 학군
• 야외휴양지
• 천연자원기능으로정의된
커뮤니티

• 도심/도시
• 농촌또는농업
• 주택소유자또는임대인
• 창작예술공동체
• 미디어마켓
• 그외많은커뮤니티

관심커뮤니티
대표성을위해비슷한사람들을한데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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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관심커뮤니티가아닌가요?
지역구의게리만더화방지

공정지도법은아래와같은집단이관심커뮤니티로
간주되는것을명시적으로금지합니다.

• 정당소속
• 현직의원
• 정치후보들

또한선거구조정시다음을제대로활용하기가어렵습니다.

• 비슷한지리적위치를공유하지않거나시전체에걸쳐
유사한생각을가진사람들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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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커뮤니티
커뮤니티를정의하는데있어세가지중요한질문

• 당신의지역사회는공유된문화, 특성또는유대감을가지고
있습니까?

• 당신의지역사회는지리적특성을지니고있습니까? 커뮤니티를
지도에그릴수있습니까?

• 지역사회와관할권간의관계와선출직공무원의정책결정에
따라지역사회가어떤영향을받는지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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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관심커뮤니티일까요?

시내에사는세입자집단이시의회에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관심커뮤니티로간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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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관심커뮤니티일까요?

시내에사는세입자집단이시의회에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관심커뮤니티로간주될까요?

네! 역사적공동체와역사적구별이있는지역은
지도를그릴때관심커뮤니티로인식될수있고
인식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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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관심커뮤니티일까요?

과거비즈니스, 커뮤니티의중심지로써또는
레드라인이나인종적으로제한적인계약을통해
차별을받았던지역으로서역사적성격을지닌도시의
일부입니다.

시의회가지도를그릴때이역사적지역에
우선순위를두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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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관심커뮤니티일까요?

과거비즈니스, 커뮤니티의중심지로써또는
레드라인이나인종적으로제한적인계약을통해
차별을받았던지역으로서역사적성격을지닌도시의
일부입니다.

시의회가지도를그릴때이역사적지역에
우선순위를두어야할까요?

네! 역사적공동체와역사적차별이있는지역은
지도를그릴때관심있는공동체로인식될수있고
인식되어야합니다. 17



교외에살고있는한무리의개주인들은지역선출직
공무원들에게개공원에개분수대를설치하라고
압력을넣기위해함께뭉쳤습니다.

그들의시의회가이것을관심커뮤니티로간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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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관심커뮤니티일까요?



교외에살고있는한무리의개주인들이지역선출직
공무원들에게개공원에개분수대를설치하라고
압력을넣기위해함께뭉쳤습니다.

그들의시의회가이것을관심커뮤니티로간주할까요?

네! 이것은공유지리적위치에있는공공서비스에
대한비슷한요구를가진사람들의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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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의팬들을위한주전체의
단체가시의회에증언합니다.

관심커뮤니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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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관심커뮤니티일까요?



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의팬들을위한주전체의
단체가시의회에증언합니다.

관심커뮤니티인가요?

아니요! 관심있는커뮤니티가지도에그릴수
있을만큼뚜렷하다는것이중요합니다. 이
단체는주전체에걸쳐겹치고있으며, 통치
기관이이러한문제에대해발언권을가지고
있을것같지않습니다.

21

이것은관심커뮤니티일까요?



관심커뮤니티양식
당신의 COI 양식을제출하세요

공청회나시웹사이트의
"관심조사양식"을사용하여
의견을제시할수있습니다.

양식은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한국어및
중국어(간체)로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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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제출
온라인지도제출은익월에시행될예정입니다.

두가지유형의예상제출:
• 관심커뮤니티지도 (9월 –프로세스종료)

• 2020년데이터를기반으로한지역계획(데이터공개
–최종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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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커뮤니티
나의관심커뮤니티지도그리기
산타애나시는주민들이자신의관심커뮤니티를
그릴수있도록하는공공지도제작도구로
DistrictR을사용할예정입니다.

https://districtr.org/tag/santa_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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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커뮤니티
나의관심커뮤니티지도그리기

또한대중들이그들자신의관심공동체를그리기위해
사용할종이지도도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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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매핑도구
관심커뮤니티를그리려면이지도를사용하십시오.
새로운지역구가주민들의목소리를증폭시킬수
있도록지역사회에대해아는것이중요합니다.

공정지도법은 "관심커뮤니티"를공통의사회적또는
경제적이익을공유하는집단으로정의하고과적이고
공정한대표성을위해단일지역구에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작하려면커뮤니티이름, 이름과전자메일주소, 
커뮤니티에대한설명을기입하십시오. 그런다음
지도에지역사회를그리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
커뮤니티명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이름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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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애나시선거구조정공청회
지원회의일정표
9월 25일
토요일

10am Delhi Center
505 E. Central Ave. 

지역구 6

10월 7일
목요일

6pm Pentecostal Church of God
1025 W. Memory Lane

지역구 3

10월 9일
토요일

10am  Southwest Senior Center
2201 W. McFadden Ave.

지역구 2

10월 23일
토요일

1pm Salgado Recreation Center
706 N. Newhope St.

지역구 1

10월 29일
금요일

6pm El Salvador Community Center
1825 W. Civic Center Dr.

지역구 5

10월 30일
토요일

10am Memorial Community Center
2102 S. Flower St.

지역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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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애나시선거구조정공청회
위원회회의일정표
10월 5일
화요일

7pm 시의회의사당
시민회관 22번지

10월 19일
화요일

7pm 시의회의사당
시민회관 22번지

11월 2일
화요일

7pm 시의회의사당
시민회관 22번지

11월 15일
화요일

5pm 시의회의사당
시민회관 22번지

December 6 일
화요일

5pm 시의회의사당
시민회관 2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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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환경참여정보

직접방문할수없는경우다음을통해예정된
선거구조정워크숍및공청회에참여할수
있습니다:

Zoom‐ https://us02web.zoom.us/j/315965149

혹은 (669) 900‐9128로전화후
회의 ID: 315 965 1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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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애나시선거구조정웹사이트

Redistricting | City of Santa Ana
(www.santa‐ana.org/redistri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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