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재구획 위원회
공중 의견 청문회
2011 년 6 월 18 일 토요일	
  
캘리포니아 주립대 플러턴(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800 N. State College Blvd.
Fullerton, CA 92834
맥키 강당, 루비 노인학 센터 13호(Mackey Auditorium, Ruby Gerontology Center 13)
오후 2 시 – 5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명 회원 독립 캘리포니아 시민 재구획 위원회는 2011 년 6 월 28 일 오후	
  2 시에서	
  5 시 까지 플러턴(Fullerton)에
위치한 맥키 강당에서 공중 의견 청문회를 엽니다.
구획을 긋는데 있어서 대중의 참여는 결정적이며 선호 사항의 반영을 위해 지역사회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유사한 이익을 공유한 투표자들이 한 선거구로 정해지게 되면 그들의 의견이 한층 높아져 자신들의
관점을 표명하고 원하는 후보자들을 선택하며 선택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위원회는 6월에 공개될 1차 초안 지도를 그리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최종 선거구 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11년 8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각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2 분입니다. 각 사람은 증언을 제출할 때 위원회 14 명 모두에게 복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번호는 기재된 청문회 시간이 되기 1 시간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회의 시간은 장소의 제한과 사람들의
수에 따라 원래 마감시간 보다 2 시간 이상 지연되면 안됩니다. 기재된 회의 시간이 지나면 번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수가 많기 때문에, 번호를 받은 사람들 모두 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 방법으로 증언을 제공하기를 권유합니다. 이메일(votersfirstact@crc.ca.gov)로, 팩스(916651-5711)로, 아니면 우편(Citizens Redistricting Commission, 901 P Street, Suite 154-A, Sacramento, CA 95814)으로.
청문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고 본인의 증언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안내를 액세스하기 위해 위원회 웹사이트
www.wedrawthelines.ca.gov 를 방문하십시오. 안내문은 홈페이지 아래에 있는 “참여를 위한 안내”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공중 의견 청문회는 ADA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위원회 청문회에 참여하기 위해 번역을 포함한 보조 지원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은 주 또는 연방 법에 따라 공고된 청문회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영업일 오일(5) 이전까지
1-866-356-5217 로 Janeece Sargis 에게 전화 연락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