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아 시 구역 설정 과정

년마다 지방 정부는 새로운 인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반영하는 구역
설정을 합니다. 하원 법안 849 (2019)는 도시와 카운티가 공청회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비영어권 커뮤니티에
접근하여 지역 사회를 지역설정 과정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구역 설정이란 무엇인가?
각 구역의 인구를 거의 동일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각 시의원이 거의
동일한 수의 유권자들을 대표하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브레아 시에서는 시의회가 바로 구역들을 설정하는
일을 합니다. 구역 설정은 미국 인구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며 2021 년 9 월경에 발표될 것입니다.
브레아 시의 경우, 구역 설정은 2022 년 4 월 17 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구역 설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구역 설정은 시의원을 한 명 선출하기 위해 어떤 동네들과 지역사회들을 한 데 묶을지를 결정합니다.
시의회는 시의회를 위한 다음 구역 지도를 선택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역 사회를 가장
잘 대표하려면 구역 경계를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 의견을 시의회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714-990-7756 번 시 서기관에게 연락하십시오.
구역 경계를 그을 때 시의회는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을 사용하여 구역 경계선이 채택될 것입니다: (1)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구 (각
시의회 구역은 바로 옆의 구역과 경계를 공유해야 함), (2) 동네 또는 지역사회의 지리적 무결정은 분리를
최소화하여 존중되어야 합니다. (3) 도시의 지리적 무결성은 분리를 최소화하여 존중되어야 합니다, (4) 자연적
또는 인공적 장벽 (강, 거리, 고속도로, 철도 등)을 따르는 쉽게 식별 가능한 경계선, 그리고 (5) 지리적 압축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경계선들이 그려져야 합니다. 추가로, 경계선들은 특정 정당에 대한 호의나 차별을 목적으로
그어져서는 안됩니다.
시의회는 구역 재설정 대해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리는가?
시의회는 구역 설정 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또한 브레아 시직원들은 각종 주민단체들에게 구역 재설정
과정에 관하여 알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하면 공청회가 해당 언어로
제공될 것입니다. 시의회는 주민들에게 구역 설정 청문회에 대해 알리고, 채택 전에 지도를 온라인으로 게시하고,
구역 설정 과정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전용 웹 페이지를 만들 것입니다.
이 과정에 주민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시의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역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청문회 일정은
시 웹사이트 ci.brea.ca.us/1577/Disricting에 게시됩니다.
제안하는 초안 지도를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은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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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시정부는 구역 설정 과정에 대한 웹 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ci.brea.ca.us/1577/Distri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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