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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카운티가 디스트릭트 재조정 과정에서 대중 참여 촉진에 더욱 헌신하기 위하여, 이 
공중참여 계획은 최대한의 참여와 적절한 디스트릭트 재조정 정보를 확실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작성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와 기타 공청회 공지는 카운티의 디스트릭트 재조정 
웹사이트, www.ocgov.com/redistricting, 에 공청회/워크숍 개최일로부터 적어도 5일 이전에 
게시될 것입니다. 공중 참여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1. 슈퍼바이저 이사회가 대중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해 관계 커뮤니티의 의견과 

디스트릭트 재조정 절차의 종합 목표 달성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일반 
대중이 제출하는 디스트릭트 재조정 제안의 공적 증언을 청취하며, 각 디스트릭트 
재조정 관련 건에 대해 슈퍼바이저 이사회 이사들이 공적인 토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슈퍼바이저 이사회는 공적 심사 과정에서 제안의 어떤 부분이라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이사회 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슈퍼바이저 이사회의 정기 회의는 6월 22일, 7월 27일, 11월 2일, 11월 9일, 

11월 16일에 슈퍼바이저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정확한 공청회 
시간은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적어도 5일 이전에 디스트릭트 재조정 
웹사이트에, 그리고 이사회 회의로부터 적어도 72시간 이전에 안건지에 
팔표하겠습니다. 추가 공청회 또한 2021년 8월에 카운티 전역에서 열릴 
것입니다. 슈퍼바이저 이사회는 공적 의견 청취를 위한 추가 집회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27일에 공청회가 개최될 것이며, 이는 지도 초안을 
획정하기 전에 개최되는 슈퍼바이저 이사회가 열리는 같은 시간에 
진행됩니다. 

 
b. 지도들이 제출된 이후에, 슈퍼바이저 이사회는 2021년 11월 2일, 11월 9일, 

11월 16일에 카운티의 행정 홀에서 공청회를 세 번 개최하여 제안된 
디스트릭트 계획을 심사하고 카운티 심사관에게 디스트릭트 재조정 조례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합니다. 슈퍼바이저 이사회는 2021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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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별도의 공청회를 열어서 디스트릭트 재조정 조례 채택을 심의합니다. 
디스트릭트 재조정 지도 채택을 위한 조례의 두 번째 독회는 2021년 12월 
14일에 열립니다. 

 
c. 모든 집회 시간과 장소, 의안 안건지는 슈퍼바이저 이사회 서무에게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정보 또한 카운티의 디스트릭트 재조정 
웹사이트인www.ocgov.com/redistricting 에 있습니다. 디스트릭트 재조정 
관련 공청회와 워크숍 공지는 또한 공중 참여 계획의 붙임 A에 있는 해당 
단체, 미디어 단체, 이해관계 집단에 발송할 것입니다.  이 명단에 
추가하도록 요청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명단은 여기에 맞춰서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2. 공청회에서의 공적 언급과 증언 

a. 선거법 § 21508 (b)에 의하면: 이 장의 취지에 의하여, 공청회나 워크숍이 
개최될 때부터 적어도 72시간 이전에 번역 신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용 가능한 언어에 현장 번역을 조성해야 하며, 만일 공청회나 워크숍 
공지 기간이 5일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이 행사 시작 시간으로부터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b. 각 안건에 대해 발언하려면 대중 참여자는 발언 내용을 확인하는 발언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연단 좌측에 있는 상자에 넣으면 됩니다. 기록을 
위하여, 발언자는 자신의 이름과 거주하는 시티를 말하도록 요청받습니다. 
공적 발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장을 통하여 이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말해야 합니다. 발언자는 이사회에서 최대 3회 발언할 수 있으며 매번 
할당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이사회는 이사회 회의에서의 발언자의 사용 
시간을 재량에 의해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3. 디스트릭트 재조정 인구학적 제출 키트를 만들어서 카운티의 디스트릭트 재조정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운티의 디스트릭트 재조정 소프트웨어는 재소자가 재배치된 자료가 
다시 배포되고 인구 데이터가 조정된 이후에 카운티의 온라인 디스트릭트 재조정 
웹사이트 링크에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디스트릭트 재조정 소프트웨어에 
접근 가능한 컴퓨터는 카운티 전역의 장소에도 배치하여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와 운영 시간은 2021년 10월 4일 이전에 일반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슈퍼바이저 이사회가 아래 일정표에 따라 심사하게 될 
디스트릭트 재조정 제안을 일반인이 제출하는 것은 모두 환영합니다. 

 
4. 대중은 슈퍼바이저 이사회에 제출되는 모든 디스트릭트 재조정 제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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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트릭트 재조정 인구학적 제출 키트 
 
디스트릭트 재조정 인구학적 제출 키트는 다음 카운티의 디스트릭트 재조정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www.ocgov.com/redistricting.일반 대중이 
다음 디스트릭트 재조정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주정부 인구국이 배포한 2020년도 10년차 
인구조사 P.L. 94-171 디스트릭트 재조정 데이터를 조정한 이후인 2021년 9월말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이 계획을 반영한 적절한 정보로 이뤄진 데이터베이스가 작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온라인에서 MS 엑셀 파일로 열람 가능할 것이며, 2020년 시행 10년 주기 P.L. 94-
171 디스트릭트 재조정 데이터 파일, 조정된 재소자 현황, 그리고 아래와 같은 
용도의 인종과 민족 기준 전체 인구와 연령별 인구가 포함될 것입니다: 
a. 시티와 인구조사 지정 장소/커뮤니티 
b. 인구조사 트랙트들 
c. 시티/인구조사 지정 장소/커뮤니티 별로 구분한 인구조사 트랙트들 
d. 인구조사 트랙트, 시티/인구조사 지정 장소/커뮤니티, 2011년 관리대상 

디스트릭트로 이뤄진 2020년도 인구조사 블록들; 
 
2. 3개의 카운티 기준 지도로서 통합 시티, 비통합 구역, 인구조사 트랙트, 현행 

관리대상 디스트릭트 경계를 표시함. 
 
3. 카운티 디스트릭트 재조정에 관한 캘리포니아 선거법 21500-21508조. 
 
4. 이 공중 참여 계획의 개요에 의한 계획 제출의 필수 기준. 
 
제안된 디스트릭트 재조정 계획 수립/제출을 위한 일반적 안내 
 

• 선거법 § 21500조 등에 의하면 하나의 카운티는 5개의 디스트릭트로 나뉘며, 각 
디스트릭트의 인구는 최대한 같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큰 디스트릭트와 가장 
작은 디스트릭트의 인구 퍼센티지 차이는 10.0 퍼센트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법 
요건에 의해 재배정된 재소자 인구를 포함하는 디스트릭트 재조정 
데이터베이스는 시티들과 비통합 커뮤니티들과 구역들, 혹은 시티 또는 
커뮤니티 경계, 인구조사 블록으로 구분된 인구조사 트랙트 또는 트랙트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 개의 트랙은 일반적으로 4,000 명에서 8,000 명의 인구를 
포괄하지만, 인구는 이 숫자보다 다양합니다.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면 
디스트릭트 재조정 인구학적 제출 키트에 있는 캘리포니아 선거법 자료와 아래 
토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디스트릭트 재조정 계획이 선거권법, 42 U.S.C. § 1973(b)의 적용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권법은 보호 대상 소수집단의 정치 과정 참여와, 
그들이 선택하는 대표자 선출에서 평등한 기회가 거부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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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 21500의 요건에 따라, 이사회는 관리 대상 디스트릭트 경계를 획정할 
때 다음 기준들의 순서 대로 우선 적용하여야 합니다: 

(1) 지리적 인접성; 
(2) 마을 또는 이해관계 커뮤니티의 지리적 통합성을 유지합니다; 
(3) 시티들과 인구조사 지정 장소들의 지리적 통합성을 유지합니다; 
(4) 디스트릭트 경계는 주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획정합니다; 그리고 

(5) 위에 적힌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디스트릭트들은 지리적으로 
밀집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관리대상 디스트릭트 경계를 채택할 때 정당의 지지 또는 차별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제출 방법: 
제안 지도는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5: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카운티 디스트릭트 재조정 진행 과정에 관해 언급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디스트릭트 재조정, 관리대상 디스트릭트들, 또는 
인구가 거의 같도록 작성된 5개의 관리대상 디스트릭트에 관한 의견 제시는 아래 가운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방법 1: 디스트릭트 아이디어와 언급 양식 

1. 카운티의 디스트릭트 재조정 웹사이트인 https://cob.ocgov.com/form/idea-
comment-form-county-of-oran 에서 "관리대상 디스트릭트 아이디어와 의견 
양식"을 다운받거나 작성하십시오. 

2. 언급을 하는 사람은 카운티의 디스트릭트 재조정 업무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라도 하고 싶은 언급 또는 아이디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포함 가능한 
내용: 디스트릭트 경계, 같이 묶였으면 싶은 지역 또는 이해관계 커뮤니티, 모든 
구체적인 디스트릭트 경계, 또는 나누고 싶은 기타 모든 정보 또는 의견. 

3.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거나, 스캔한 용지를 다음으로 보냅니다: 
a. 이메일: redistricting@ocgov.com 또는 
b. 종이에 작성하여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 333 웨스트 산타 아나 
볼리바드, 3층, 수신: 2021년 디스트릭트 재조정 팀, 산타 아나, CA 
92701 또는 

c. 온라인 의견 양식 제출하는 곳: https://cob.ocgov.com/form/idea-comment-
form-county-of-oran. 

 
방법 2: 디스트릭트 재조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디스트릭트의 시나리오 작성 

1. 어떤 컴퓨터라도 인터넷 접속이 되면 접속 가능한 온라인 에스리 디스트릭트 
재조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5개의 인접 디스트릭트들이 인구 편차가 
10.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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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스트릭트 재조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디스트릭트 재조정 계획 제안의 
초안 작성과 제출 방법은 카운티의 디스트릭트 재조정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법 3: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데이터 파일 생성에 의한 디스트릭트 시나리오 

1. “2021년도 디스트릭트 계획 제안 지정-엑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일)을 
카운티의 웹사이트—www.ocgov.com/redistricting—에서 다운받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안내" 워크시트에는 이 파일의 자세한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b. "저자" 워크시트에는 자신들의 계획에 대한 연락 정보와 요약 설명이 
있습니다. 

c. "지정" 워크시트에는 인종/민족별로 구분한 인구와, 구분된 인구조사 
트랙트들을 관리대상 디스트릭트로 지정하기 위한 공란이 있습니다. 

d. "요약" 워크시트에서는 소계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지정" 워크시트의 
지정을 적용하여 제안한 관리대상 디스트릭트의 인구들이 나타납니다. 

e. “참조 지도” 워크시트는 구분된 인구조사 트랙들의 참조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의 PDF 버전은 다음 디스트릭트 재조정 제출 키트 
사이트에 게시될 것입니다: https://cob.ocgov.com/2021-redistricting-kit 

2. 계획서 제출을 하려면 작성한 엑셀 파일을 redistricting@ocgov.com 로 이메일로 
발송하십시오. 

 
제출 절차: 
제안하는 지도는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5: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대중이 제안하는 디스트릭트 계획을 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자/온라인 
소프트웨어 또는 엑셀. 다음 세부 내용은 각 제출 방법의 요건입니다: 
 

A. 전자/온라인 소프트웨어 (에스리) 디스트릭트 재조정 계획 제안은반드시다음 
제출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1. 전자 방식 계획은 반드시 에스리 디스트릭트 재조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사람은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에스리 
디스트릭트 재조정 소프트웨어로 접근하며, 이는 
https://cob.ocgov.com/2021-redistricting-kit; 의 웹링크를 경유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아닌 데스크톱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제출하는 사람은 카운티가 확정하는 공중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하거나, 에스리 디스트릭트 재조정소프트웨어를 개인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제출자는 작성한 디스트릭트 재조정 제안을 
redistricting@ocgov.com 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번호순으로 제시된 
각 인구조사 블록과 관리대상 디스트릭트를 지정된 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공중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장소와 운영 시간은 2021년 
10월 4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일반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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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스트릭트 재조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이 소프트웨어에는 사용자가 디스트릭트가 5개가 맞는지, 인접 
지역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구역은 없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사용 가능한 검토 기능이 있습니다. 계획 검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디스트릭트와 가장 작은 디스트릭트의 인구 퍼센티지 
차이는 10.0 퍼센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계획 작성을 할 때 저자들은 다음 네 가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연락을 위한 이름 
b. 전화번호 그리고/또는 이메일 주소 
c.  거주하는 시티 또는 카운티 
d. 서술 방식으로 제안하는 계획 설명으로서 가급적이면 250단어 
미만으로 작성. 서술 내용에는 이 계획이 위 목록에 있는 제안된 
디스트릭트 재조정 계획 수립/제출을 위한 일반적 안내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관한 설명을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B. “엑셀” 디스트릭트 재조정 계획 제안에는 "2021년 디스트릭트 계획 제안 지정-

엑셀'에 있는 엑셀 파일을 사용하여 다음 제출 요건을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엑셀 파일은 redistricting@ocgov.com 에 제출하거나 다음 주소로 보냅니다: 333 
웨스트 산타 아나 볼리바드, 3층, 수신: 2021년 디스트릭트 재조정 팀, 산타 
아나, CA92701, 그리고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1.  엑셀 파일의 "지정" 워크시트에는, 제안에 반드시 다섯 개의 

디스트릭트가 포함될 것, 인접 구역이 없는 경우가 없을 것, 비지정 
구역이 없을 것, 그리고 시티 또는 비통합 구역에 의한 각 인구조사 
트랙트는 관리대상 디스트릭트로 지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 트랙트의 부분들이 두 개 이상의 관리대상 디스트릭트에 
지정된다면, 각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각 인구조사 블록의 명단을 
작성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인구학 연구센터 퓰러턴은 한 
트랙트가 두 개의 디스트릭트 사이에서 쪼개질 경우 작성하는 방법의 
안내를 만들 것입니다.) 

a. 계획을 검토할 때 유효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디스트릭트와 
가장 작은 디스트릭트의 인구 퍼센티지 차이는 10.0 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엑셀 파일의 "요약" 워크시트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  엑셀 파일의 "저자" 워크시트에서 제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a. 연락을 위한 이름 
b. 전화번호 그리고/또는 이메일 주소 
c. 거주하는 시티 또는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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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서술 방식으로 제안하는 계획 설명으로서 가급적이면 250단어 
미만으로 작성. 서술 내용에는 이 계획이 위 목록에 있는 제안된 
디스트릭트 재조정 계획 수립/제출을 위한 일반적 안내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관한 설명을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인구학 연구센터(CDR)의 퓰러턴은 디스트릭트 재조정 계획을 
전화 통화 또는 비대면 회의(예: 줌)를 통해 진행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의 실무자가 (657) 278-2706번 전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은: 
 

• 오전 7:00 ~ 오후 7:00,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2021년 10월 4일~ 10월 
14일 

• 오전 7:00 ~ 오후 5:00, 금요일, 202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오전 10:00 ~ 오후 2:00, 토요일, 2021년 10월 9일 

 
온라인 디스트릭트 재조정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계정에 로그인하는 방법과 디스트릭트 재조정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안내는 카운티의 디스트릭트 재조정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공립도서관의 각 분관에는 인터넷 접속 가능 컴퓨터가 있으며, 카운티는 또한 공중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을 조성하여 카운티 전역에서 온라인 디스트릭트 재조정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장소와 운영 시간은 2021년 10월 4일 이전에 작성하여 일반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계획 제출과 검토 절차/공청회 그리고 슈퍼바이저 이사회 회의 
 
슈퍼바이저 이사회의 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제안된 디스트릭트 재조정 계획은 반드시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거나, 
작성이 완전하지 않거나, 해당 요건을 지키지 않은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카운티나 CDR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 엑셀로 작성한 제안은 반드시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redistricting@ocgov.com 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경유하는 전자방식/온라인 소프트웨어 제안은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계정 로그인 설정 과정에서 
저자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승인 이메일이 자동 발송될 것입니다. 

 
• 제안된 계획은 슈퍼바이저 이사회 이사회에 보내기 전에 날짜의 정확성과 법적 

요건의 부합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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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에 제출한 계획들은 슈퍼바이저 이사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슈퍼바이저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익명으로 제출된 계획은 이사회에서 검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 마감일인 2021년 10월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되었으며 위의 종합 안내 

섹션에서 열거한 네 가지 제출 요건에 적합한 모든 계획은 공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연락 가능한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또는 
이메일 주소, 거주하는 시티와 카운티, 그리고 가급적 250자 미만으로 작성한 
서술 방식의 제안 계획 설명입니다. 

 
• 위에 적시한 제출 요건에 적합하고 2021년 10월 15일 오후 5시 마감일을 지킨 

제안 계획은 슈퍼바이저 이사회 회의에서 검토합니다. 계획을 제출한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여 계획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 슈퍼바이저 이사회는 카운티 웹사이트에 공고하며, 이는 랄프 M. 브라운 법의 

요건에 의한 것입니다. 
 
관리대상 디스트릭트 경계 조례 채택 일정표 
 
슈퍼바이저 이사회의 회의 계획은 위에 적힌 바와 같습니다. 회의 일정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경우는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이사회 사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이사회는 이어서 2021년 11월 16일 경에 공청회를 열고 최종 지도 계획을 
심사한 다음 카운티 심사관에게 디스트릭트 재조정 조례를 작성하도록 지시합니다. 
슈퍼바이저 이사회는 2021년 12월 7일에 별도의 공청회를 열어서 관리대상 디스트릭트 
경계선 조례 채택을 심의합니다. 
 
이사회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관리대상 디스트릭트들을 채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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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A 
최초 통지를 받는 단체, 미디어 관계자, 이해관계 집단의 명단 

 
 
시티 
 

시티 

City of Aliso Viejo  City of Laguna Woods 
City of Anaheim  City of Lake Forest 
City of Brea  City of Los Alamitos 
City of Buena Park  City of Mission Viejo 
City of Costa Mesa  City of Newport Beach 
City of Cypress  City of Orange 
City of Dana Point  City of Placentia 
City of Fountain Valley  City of Rancho Santa Margarita 
City of Fullerton  City of San Clemente 
City of Garden Grove  City of San Juan Capistrano 
City of Huntington Beach  City of Santa Ana 
City of Irvine  City of Seal Beach 
City of La Habra  City of Stanton 
City of La Palma  City of Tustin 
City of Laguna Beach  City of Villa Park 
City of Laguna Hills  City of Westminster 
City of Laguna Niguel  City of Yorba L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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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미디어 

Associated Press - Orange County  My News LA - Press Releases 
Behind the Badge  New Santa Ana 
Cal State Fullerton - Daily Titan  Nguoi Viet Daily News 
Cal State Fullerton - Titan TV  OC News-CSUF 
California County News  OC Political - Press Releases 
Chapman - The Panther  OC Talk Radio 
City News Service  OC Weekly Navel Gazing 
Cypress Chronicle News  Orange Coast College 
Daily Pilot  Orange County Breeze 
El Panamericano  Orange County Register - Local News 
Excelsior  Orange Juice 
FOX-TV  Para Todos 
Fullerton College - The Hornet  Patch - Orange County 
Fullerton Observer  Public CEO 
KABC (AM 790)  Saddleback / IVC - The Lariat 
KABC-TV  Saigon Broadcasting Television Network 
KCAL-9  Santa Ana College - el Don 
KCBS-TV  Save Newport 
KCRW (FM 89.9)  SBTN 
KFI (AM 640)  Spectrum News 
KMEX-TV  Stu News 
KNBC-TV  Sun Newspapers 
KNX (AM 1070)  TalentTalk Radio Show 
KOCE-TV - PBS SoCal  Telemundo LA (KVEA, KWHY) 
KPCC (FM 89.3)  UC Irvine - AnteaterTV 
KQED  UC Irvine - KUCI 
KSBR  UC Irvine - New University 
KTLA-TV  Vien Dong Daily News 
LA Times  Viet Bao Daily News 
Liberal OC  Voice of OC 
Miniondas  Westminster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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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그룹과 조직들 
 

커뮤니티 그룹과 조직들 
Acacia Adult Day Services  Christ Lutheran Church Costa Mesa 
Access California Services  Coast Community College District 
Accor Live Limitless  Coastline Community College 
AltaMed  College Hospitals - Cerritos 
Alzheimer's Orange County  Community Action Partnership 
American Family Housing  Community Legal Aid SoCal 
American Red Cross  Concorde Career College 
Anaheim City School District  Consulado de México 
Anaheim Elementary School District  Costa Mesa Sanitary District 
Anaheim Union High School District  Cypress College 
Asian American Senior Citizens Service Center  Dayle McIntosh Center 
Assistance League of Santa Ana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Blue Outdoor  Edward B Cole Sr Academy 
Bob Hope USO  Emerald Bay Service District 
Boy Scouts of America  Family Choice Health Center 
Boys and Girls Clubs of Garden Grove  Fountain Valley Chamber of Commerce 
BPSOS  Fountain Valley School District 
Braille Institute  Friendship Shelter 
Brea Olinda Unified School District  FTAC Olympus Acquisition Corp. 
Buena Park Police Department  Fulerton Police Department 
Buena Park School District  Fullerton Fire Department 
C.H.E.C Family Resource Center  Fullerton Joint Union High School District 
California Indian Legal Services  Fullerton School District 
Calvary Chapel Costa Mesa  Garden Grove Chamber of Commerce 
Capistrano Bay District  Girls Scout 
Capistrano Unified School District  Goodwill 
Casa De La Familia  Hanmi Family Counseling Center 
Catholic Charities of OC  Hermandad Mexican Nacional 
Centralia School District  Hope Community 
Centro Cultural de Mexico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Centro San Anselmo  Huntington Beach City School District 
Charitable Ventures  Huntington Beach Police Department 
Children & Families Commission of Orange 
County 

 
Infuse Branding, Inc. 

Chinese Christian Herald Crusades - SoCal  Irani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Christ Cathedral Campus  Irvine Evergreen Chinese Senio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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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그룹과 조직들 계속 
Irvine Ranch Water District  Municipal Water District of Orange County 
IvyMax  Muscular Dystrophy Association Orange County 
Japenese American Association  N. OC Chinese Cultural Association 
KBS LA  NALEO Educational Fund 
KidWorks  National Hispanic Business Women of America 
Kiser & Company  Neighborhood Housing Association 
Korean American Coalition, O.C.  Newport Beach Fire Department 
Korean Community Center  Newport Beach Police Department 
Korean Community Services  Newsong 

Laguna Beach County Water District 
 O.C. Korean American Health Information & 

Education Center 
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  Oak Family Resource Center 
League of Women Voters of North OC  OC Deaf Equal Access Foundation 
League of Women Voters of Orange County ILO  OC Fair & Event Center 
Leaugue of Women Voters of Orange Coast  OC Human Relations 
Lebanese Cultural Union of World Wide  OCCET Action 
Legal Aid Society of Orange County  Ocean View School District 
Lestonnac Free Clinic  Omid Institute 
Los Amigos Of Orange County  Orange County AFL-CIO 
Los Angeles Chinese Information Network  Orange County Business Council 
Los Angeles Museum and Tour | Battleship USS Iowa  Orange County Cemetery District 

Lowell Joint School District 
 Orange County Chines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Madison Park Association  Orange County Civic Engagement Table 
Magnolia Public Schools  Orange County Department of Education 
Magnolia School District  Orange County First Assembly of God 
Mana De Orange County  Orange County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Marlowe Charities 
 Orange County Mosquito and Vector Control 

District 
Men Vietnamese Help Center  Orange County Sanitation District 
Mesa Water District  Orange County School of the Arts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Orange County Transportation Authority 

Mexican American National Association  Orange County Water District 
Mexican American Opportunity Foundation  Orange Police Department 
Midway City Sanitary District  Orangewood Foundation 
Ministry of Foreign Relations  Para Todos 
Moulton Niguel Water District  Placentia Library District 
Multi-Ethnic Collaborative of Community Agencies  Placentia Neighborhoo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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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그룹과 조직들 계속 
Pretend City Children's Museum  Taller San Jose 
Project Youth OCBF  Templo Calvario Church 
Rancho Santiago Community College District  The Cambodian Family Community Center 
Rosie's Garage  The Kennedy Commission 
Saddleback Valley Unified School District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of O.C. 
Saint Anne Catholic School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O.C. 
Samueli Academy  The Toll Roads 
Santa Ana Chamber of Commerce  Trabuco Canyon Water District 
Santa Ana College  Tustin Unified School District 

Santa Ana Unified School District 
 Union of Vietnamese Student Association 

(UVSA) 
Santa Margarita Water District  United Domestic Workers of America 
Santiago Canyon College  United Mexican-Veterans Association 
Savanna School District  United Way 
Scholarship Schools  US Census Bureau 
School Employers Association of California  Vanguard University 
Second Baptist Church  Viet-CARE 
Serrano Water District  Vietnamese American Cancer Foundation 

Serve the People Community Health Center 
 Vietnamese Chamber of Commerce in Orange 

County 

Soka University of America 
 Vietnamese-American Public Affairs Committee 

(VPAC) 
South Asian Helpline and Refferal Agency  VPS - Vietnamese Professionals Society 
South Coast Chinese Cultural Center/Irvine 
Chinese School 

 
Westminster School District 

South Coast Water District  Working Wardrobes 
South OC Community College District  YMCA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Yorba Linda Water District 
Southern California Edison  Zero Abuse Project 
Southland Integrated Services   
St. Anselm Cross-Cultural Community Ctr.   
St. Joseph Hospital   
St. Peter Evangelical Lutheran Church   
Stanton Community Services Center   
Stay Connected   
Sunset Beach Sanitary District   
Support the Enlisted Project   
Surfside Colony, Ltd.   
SV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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