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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안건 36 
 

의안 담당자 보고 
 

 

 ASR 컨트롤 21-000784 
   

회의 날짜: 09/28/21 

법정 집행기관: 슈퍼바이저 이사회 

슈퍼바이저 이사회 디스트릭트(들): 모든 디스트릭트들 

제출 기관/부서: 카운티 최고 경영자 사무처(승인됨) 

부서 연락 담당자(들): Jessica Witt (714) 834-7250 
Nicole Walsh (714) 834-6257 
 

제목: 2021디스트릭트 재조정 월별 계획과 일정 업데이트 
 

CEO 콩쿠르 
콩쿠르 

카운티 의회 검토 

법적 이의 없음 
이사회 서기 

공청회 
3표 이사회 과반수 

 
배정 예산: 해당 없음 

 
금년도 비용: 해당 없음 

 
연간 비용: 해당 없음 

 
직원 배정 영향: 없음 소요 직책 #:  단일 출처: 해당 없음 

현재 회계년도 세입: 해당 없음  

세입 출처: 해당 없음  최근 3년간 카운티 감사: 없음 

 
이전의 이사회 조치: 7/27/2021 #42, 6/22/2021 #73, 5/25/2021 #50 

권유받은 조치(들): 
 
1.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 대중이 관리대상 디스트릭트 구성과 제안된 2021 디스트릭트 재조정 공중 참여 
계획에 의견을 제시하고, 공적 증언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업데이트 된 2021 디스트릭트 재조정 월별 계획과 일정을 승인합니다. 
 
 
 
요약: 

공청회 개최와 업데이트 된 2021 디스트릭트 재조정 월별 계획과 일정 계획을 승인하면 대중 참여와 피드백 
제출을 더 많이 이뤄질 수 있게 하며, 디스트릭트 재조정 마감일을 적절한 시기에 지킬 수 있게 합니다. 
 
 
 
배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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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는 10년마다 새로운 인구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지역 인구 변화가 반영된 새로운 디스트릭트 경계선을 
다시 획정합니다.  디스트릭트 재조정이라고 불리는 이 절차는 이사회의 각 이사들이 대표하는 유권자의 수가 
같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슈퍼바이저 이사회(이사회)는 슈퍼바이저 관리 
디스트릭트의 경계선을 획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법안(AB) 849에 의거, 시티와 카운티는 디스트릭트 재조정 과정에서 적어도 4회의 공적 집회 그리고/또는 
워크숍를 개최하고 공적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이때 영어가 아닌 언어 사용 커뮤니티들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카운티는 최근 8월 초에 오렌지카운티 전역에서 5회의 디스트릭트 재조정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레거시 형식의 P.L. 94-171 디스트릭트 재조정 데이터 파일을 예정보다 4일 앞선 2021년 8월 
12일에 배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데이터베이스 당국은 재소자 인구를 반영하여 재조정한 P.L. 94-171 
디스트릭트 재조정 데이터는 2021년 9월 20일에 카운티에 배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계획보다 10일 이른 것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공적 입력을 위한 추가 기회가 부여된 가운데 8월에 각 슈퍼바이저 관리 디스트릭트에서 열렸던 
워크숍에서 접수된 이러한 변경 사항과 공적 언급의 결과에 따라, 담당자들은 기왕의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조사하여 공중 참여 기회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카운티의 현행 디스트릭트 재조정 일정이 
필수요건을 초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당자들은 한 번의 공청회를 추가하고 지도 제출 기간을 연장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들은 각 슈파바이저 관리 디스트릭트의 인구조사 블록 데이터를 법적으로 길게 서술하는 방식 
대신에 조례의 일부로 채택하여 실무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새로운 시도이지만, 로스앤젤레스와 산디에고와 같은 다른 여러 카운티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것입니다. 
 
카운티 담당자들은 현재 2021 디스트릭트 재조정 일정표에서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021 디스트릭트 재조정 월별계획과 일정표는 부록 A 와 같이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은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www.ocgov.com/redistricting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 2021 년 9 월 29 일 - 공적 언급 접수와 추가 정보 제공을 위해 인바이러멘털 시스템스 리서치 
인스터튜트(ESRI, Inc.) 소프트웨어에서 공적 제출 기간의 저녁 시간에 비대면 공적 위크숍을 진행합니다. 

 
• 2021 년 10 월 1 일~15 일 - 제안된 지도의 공적 제출 기간 시작 날짜를 10 월 4 일이 아니라 10 월 1 일로 
변경하여 대중이 추가된 주말 기간 동안 제안 지도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021년 11월 24일~30일 - 오렌지카운티 군청은 슈파바이저 관리 디스트릭트가 인구조사 블록 데이터를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2021년 12월 7일 - 이사회는 독회를 개최하고 슈파바이저 관리 디스트릭트 구획을 조례에서 승인할 것인지 
검토합니다. 

 
이사회는 2021년 2월 23일과 6월 22일 이사회에서 업데이트 된 2021년 디스트릭트 재조정 계획의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2021년 7월 27일에 2021 공중 참여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2021년 디스트릭트 재조정 관련 이사회가 취했던 사전 조치 가운데는 2020년 12월 8일에 CSU 퓰러튼 옥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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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코퍼레이션과 계약을 체결했던 것과, 2021년 5월 25일에 디스트릭트 재조정 솔루션을 위하여 ESRI 사와 
수정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 있습니다. 
 
 
 
 

재정 영향: 

해당 없음 

 
직원 배정 영향: 

해당 없음 

 
붙임(들): 

붙임 A –업데이트 된 2021 디스트릭트 재조정 월별 계획과 일정표 
붙임 B – AB 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