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자문 위원회
Shape Anaheim’s Future
Draw your City Council Districts.

회의 안건

위원회 회원

2015 년 8 월 26 일 수요일
오후 6:30

Hon. Edward Wallin, Ret., Chairman
Hon. Stephen Sundvold, Ret., Vice Chairman
Hon. James Jackman, Ret.
Hon. Nancy Wieben Stock, Ret.
Hon. Thomas Thrasher, Ret.

Western High School – 교내 식당
501 S. Western Ave., Anaheim

개회 선언.
공공 의견 (3분 - 모든 안건 항목).
1. 시의회 선거구역 경계 초안에 관한 토론과 발표 및 고려 대상 제안서 후보 선정, 그 외
관련 조치.
2. 필요에 따라 위원회 회의 일정 수정.
3. 위원회 의견 / 직원 의견
폐회.
다음 정기 회의는 2015년 9월 8일 오후 6:30에 열릴 예정이며, 회의장 주소는 Loara High
School, 1765 W. Cerritos Ave., Anaheim – Room 208입니다.

** 시 인구통계 담당자가 회의 시작 1시간 전 회의장에 참석할 것이며, 회의 중 직접 온라인
지도 도구를 사용하여 보조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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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안건과 보충 자료들은 시청 사무실 또는 http://www.anaheim.net/article.asp?id=5419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된 (법률상 공표가 면제된 문서 이 외) 위원회 다수에게 제공된 모든 종류의
서면 또는 서류를 200 S. Anaheim Blvd., 2nd Floor, Anaheim, CA 92805에 위치한 시청 사무실에서 개방 시간
내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 회의 참여를 위해 보조 도움 또는 서비스를 포함한 장애 관련 수정 또는 시설이 필요한 개인은 관련된
수정 사항, 시설, 도움 또는 서비스를 예정된 회의일 1일전 오전 10:00시까지 200 South Anaheim Boulevard,
Anaheim, California 에 위치한 시청 사무실로 연락 주시거나 (714) 765-5166 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요청 시,
1990 년 발효된 미국 장애인복지법 202 항에 따라,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적절한 대안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역 서비스: 선거구 자문위원회 회의 내 스페인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헤드셋 사용을 통해
스페인어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며 의회에 요청을 해주시면 순차 통역 (스페인어-영어) 서비스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에서 제공하는 통역사 사용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개인 통역사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많은 방언과 지역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해당 통역사가 특정 단어 또는
지역주의에 맞게 통역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의 통역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 회의 일정 이전 48 시간 전에
시청 사무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게시: 2015 년 8 월 21 일, 이 안건의 최종안이 200 S. Anaheim Blvd.에 위치한 시청 바깥의 키오스크에
게시됨.

City of Anaheim
OFFICE OF THE CITY CLERK
Date:

August 26, 2015

To:

Advisory Committee on Electoral Districts

From:

Linda N. Andal, City Clerk

Subject:

Item No. 1 – Discussion of Draft City Council District Boundaries

At the August 19, 2015 Committee meeting, the Committee received public testimony
and received and discussed all 25 district boundary draft maps (21 submitted by the
public and four (4) draft maps prepared by the demographer, Justin Levitt). The
Committee focused on keeping the Colony and Resort Area whole, while maintaining
one map splitting the Resort area for discussion purposes. As such, the Committee
decided to move forward with the following five plans: Reyes 2, Chuchua 4, Gagne 1,
and Consultant drafts 3 and 4. Further, the Committee directed staff to provide a modified
version of Chuchua Map 4 and Reyes Map 2 to include two districts that are majority
Latino by Citizen Voting Age Population (CVAP); Gagne 1 and Consultant Drafts 3 and
4 have two majority Latino CVAP districts.
The level of public participation at Committee meetings has been positive. To keep with
this momentum staff encourages the public to continue to provide testimony on their plan
of interest, including testimony on the following specific areas which may assist the
Committee in narrowing the maps:
1. What should be the boundaries for the two districts in the far western part of the City,
Districts 1 and 2.
2. Whether the Reyes 2 plan and/or Chuchua 4 plan should be modified to include a
second Latino CVAP majority district.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mmittee continue to provide staff with direction to further
refine district boundary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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