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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오렌지 카운티 디스트릭트 재조정 월별 계획과 일정표 
2021년 9월 28일 업데이트 됨 

참고: 업데이트된 부분은 볼드체와 이탤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5월 25일 이사회는 디스트릭트 재조정 소프트웨어 승인을 고려함 (기왕에 
진행됨) 

2021년 6월 카운티는 디스트릭트 재조정 웹사이트 개설 (기왕에 진행됨) 

2021년 6월 22일 2021년 디스트릭트 재조정 절차에 관한 이사회 회의 발표회 (AB 849 
규정에 의거, 이사회가 관리 디스트릭트 경계 지도 또는 지도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해야 하는 요건 충족) (기왕에 
진행됨) 

2021년 7월~ 8월 공중 워크숍과 집회: 공중 집회와 워크숍은 디스트릭트 재조정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과 이해 관계 커뮤니티에 관한 내용 등의 의견 접수를 
위해 열릴 것입니다. 

 • 7월: 커뮤니티 기반 조직들, 정부 기관들, 언론, 그리고 기타 신뢰성 
있는 의사전달자들이 함께 하는 가상 집회를 열어서 대중의 
디스트릭트 재조정 참여를 촉진합니다. (2021년 7월15일 진행됨) 

 • 7월21일과 28일: OC 유권자 등록소(OC ROV) 디스트릭트 재조정 
아카데미를 이틀 동안 4회의 세션으로 개최함. (기왕에 진행됨) 

 • 8월: 제안된 5회의 저녁 워크숍 - 각 관리 디스트릭트에서 조성하여, 
각 관리 디스트릭트 당 1회 개최. (8월 3, 4, 5, 11, 12일에 진행됨) 

2021년 8월12일 연방 정부는 레거시 형식의 P.L. 94-171 디스트릭트 재조정 데이터 
파일을 배포했음; P.L. 94-171 디스트릭트 재조정 데이터와 
동일하지만, 사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추가 처리가 필요함. (기왕에 
진행됨) 

2021년 9월 
16일까지 

연방 정부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작성된 모든 P.L. 94-171 디스트릭트 
재조정 데이터를 공공기관,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에 공식 
배포. 

2021년 9월20일 주 전역 데이터베이스 (SWDB)는 레거시 포맷 P.L. 94-171 디스트릭트 
재조정 파일 배포일로부터 약 30일 이후에, 재소자  인구가 처리된 P.L. 
94-171 디스트릭트 재조정 데이터를 카운티로 배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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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28일 공적 언급을 접수하고 수정된 월별 계획과 일정표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공청회 개최. 

2021년 9월29일 공적 제출 기간에 에스리 스프트웨어를 이용한 공적 언급 접수와 추가 
정보 제공을 위해 저녁(오후 6시) 비대면 워크숍 개최. 

2021년 
10월1일~15일 

재소자 인구를 반영하여 조정된 P.L. 94- 171 디스트릭트 재조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제안 지도의 대략적인 공적 제출 기간. 

2021년 10월 
29일까지 

초안 지도가 디스트릭트 재조정 웹사이트에 게시됨. 

2021년 11월2일 초안 지도(들) 제출과 공적 언급 접수를 위한 이사회 회의/공청회. 

 

2021년 11월9일 가능한 모든 지도 수정과 공적 언급 접수를 위한 두 번째 공청회 

2021년 11월16일 조례 준비를 위하여, 공적 언급 접수와 지도 선택을 위한 이사회 
회의/공청회(필요할 경우). 

 

11월 24~25일, 
2021년 
디스트릭트 관련 

오렌지카운티 군청은 슈퍼바이저 관리 조례에 의하여 인구조사 블록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2021년 12월7일 이사회는 독회를 개최하고 슈파바이저 관리 디스트릭트 경게를 조례에 
의해 승인할 것인지 검토합니다. 

2021년 12월15일 이사회가 2022년 6월7일 개최되는 예비 선거를 위한 디스트릭트 
재조정 조례 지도 승인을 위한 법정 마감일. 

2022년 6월7일 업데이트 된 지도를 사용하여 예비선거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