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스틴 시
시의회 선거구 고려

아웃리치 및 참여 유도 노력

2021년 9월 7일



의제

• 현재까지의 아웃리치 및 참여 유도 노력

– 일정 및 접근법 

– 멀티미디어 아웃리치 - 디지털, 인쇄물, 전화 등

– 새로운 전용 웹사이트

– 공개 워크샵 #1

• 향후 아웃리치 및 참여 유도

– 공개 워크샵 #2

– "설명" 애니메이션 비디오

– 과정 중 마일스톤마다 지속적인 참여 유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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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아웃리치 및 참여 유도 노력



일정 및 접근법

• 일정

– 인구조사 데이터 이용 지연

– 터스틴시의 특별히 압축된 일정

– 속도가 있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필요

• 접근법

– 아웃리치 자료에 5개국 언어 사용(영어, 스페인어, 중국
(번체), 한국어, 베트남어)

– 멀티미디어 접근



멀티미디어 아웃리치

• 디지털
– 웹사이트 

– 이메일

– 소셜 미디어

– 디지털 광고

– 온라인 미디어 업체에 언론 보도자료

• 인쇄물
– 잔디밭 광고판

– 공개 공지

– 인쇄물 미디어 업체에 언론 보도자료

• 전화
– 커뮤니티 단체에 전화 통화



새로운 전용 웹사이트

8월 30일(월)에 DrawTustin.org 오픈



공개 워크샵 #1

• 공개 워크샵 #1, 8월 31일
(화) 개최

–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전환 
가능성에 대한 교육 및 과정에 
대한 질문 답변

– Tripepi Smith 사회, National 
Demographics Corporation 
참여

– 20명 이상의 참가자 DrawTustin.org에 비디오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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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아웃리치 및 참여 유도



향후 전개

• 공개 워크샵 #2
– 현재 날짜/시간 확정 중, 잠정적으로 9월 말경

• "설명" 애니메이션 비디오
– 현재 작업 중

–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킥오프 프레젠테이션 등에 사용.

– 다국어 자막 

• 과정 중 마일스톤마다 지속적인 참여 유도 홍보
– 소식 전파를 위해 이후 공청회 및 공개 워크샵에서 동일한 멀티미디어 접근 

사용 예정



질문?



참조용 추가 슬라이드



다음 단계

단계 설명

두 번의 초기 공청회
9월 7일 및 날짜 미정

지도 초안 발표 전 개최
교육 및 선거구 구성에 관한 의견을 구함.
빠르면 첫 번째 공청회까지 시 의회에서 선거구의 수와 시장의 형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핑 도구 이용 가능성 시에서는 이해관계 공동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소식 업데이트를 위해 웹사이트에서 구독하십시오.

두 번째 워크샵
날짜 미정

참여 과정 및 기회에 관한 정보 공유.

캘리포니아 데이터 발표
2021년 10월 초

캘리포니아 주 데이터베이스는 캘리포니아의 공식 '수감자 조정' 2020년 
선거구 재획정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지도 초안 발표 지도는 세 번째 공청회보다 적어도 7일전에 게시해야 합니다.

지도 초안에 관한 두 번의 공청회
날짜 미정

지도 초안에 관한 논의 및 수정 그리고 선거 순서를 논의하기 위한 두 번의 
회의

예정 지도 채택
2021년 11월 1일 까지(잠정)

채택된다면, 지도는 조례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최종 지도는 채택으로부터 최소 7일전에 게시해야 합니다.

2021년 8월 31일



터스틴 시
선거구 지정 개요

2021년 9월 7일 Jennifer Nentwig, 이사, Tripepi Smith

Dr. Justin Levitt, 부사장. 미국 국립인구통계 공사

터스틴 병원
터스틴

사립초등학교
갤러리 파크 (프라이빗)

터스틴 랜치 골프 코스

피터스 캐년 리저널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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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

1. "단일 선거구제"

2. "지역 출신" 또는 "거주" 지구

3. "선거구별"

캘리포니아 투표권리법은 특별히 
선거구별 선거를 장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9월 7일DrawTust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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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투표권리법 (CVRA)

❑ 연방 투표권리법(1965년 입법)에 의거, 관할권이 네 가지 사실에 
기반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 캘리포니아 VRA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다음 Gingles 테스트 중 두 
가지를 제거함으로써 원고가 관할권을 “선거구별” 선거제도로 
강제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듭니다.

❑ 보호 계층이 선거구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 보호 계층이 블록으로 투표합니까?

❑ 보호 계층에 속하지 않는 유권자가 블록 내에서 보호 계층이 선호하는 
후보를 선거에서 탈락시키려고 투표합니까?

❑ "전체 상황"이 선거에서 인종 문제가 하나의 요인임을 나타냅니까?

❑ 법적 책임은 이제 인종으로 양극화된 투표의 존재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2021년 9월 7일DrawTust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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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RA 영향

❑ CVRA 결과로서 전환됨 (또는 전환 
과정에 있음):
❑ 적어도 240개 학군

❑ 34개 커뮤니티 컬리지 교육구

❑ 154개 도시

❑ 1개의 카운티 감독위원회

❑ 35개의 수자원 및 기타 특별 지구

❑ 지금까지의 케이스:
❑ 팜데일, 산타 클라라, 산타 모니카는 본안 

소송에 회부됐습니다. 팜데일과 산타 
클라라는 패소했습니다. 산타 모니카는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 머데스토와 팜데일은 각각 변호 비용으로 
약 1천8백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변호사비 제외) 

❑ 산타 모니카는 지금까지 7백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타 모니카의 
원고들은 본 재판 후 법정 비용으로 
2천2백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 주요 합의금:
❑ Palmdale: 4백7십만 달러

❑ Modesto: 3백만 달러 

❑ Highland: 1백3십만 달러

❑ Anaheim: 1백1십만 달러

❑ Whittier: 1백만 달러

❑ Santa Barbara: 600,000달러

❑ Tulare Hospital: 500,000달러

❑ Camarillo: 233,000달러

❑ Compton Unified: 200,000달러

❑ Madera Unified: 약 170,000달러

❑ Hanford Joint Union Schools: 
118,000달러

❑ Merced City: 42,000달러

❑ 현재까지 총 합의금 및 법원 
판결액 1천6백만 달러로 예상.

DrawTust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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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과정

단계 설명

인구조사 데이터 발표
2021년 8월 12일

인구 조사국에서 공식 2020년 인구조사 인구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의 워크샵
2021년 9월 7일 및 날짜 

미정

참여 과정 및 기회에 관한 정보 공유.

두 번의 초기 공청회
9월 7일 및 날짜 미정

지도 초안 발표 전 개최
교육 및 선거구 구성에 관한 의견을 구함.

캘리포니아 데이터 발표
2021년 10월 초

캘리포니아 주 데이터베이스는 캘리포니아의 공식 '수감자 
조정' 2020년 선거구 재획정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지도 초안 발표 지도는 세 번째 공청회보다 적어도 7일전에 게시해야 
합니다.

지도 초안에 관한 두 번의 
공청회

날짜 미정

지도 초안에 관한 논의 및 수정 그리고 선거 순서를 
논의하기 위한 두 번의 회의

예정 지도 채택
2021년 11월 1일 까지(잠정)

채택된다면, 지도는 조례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최종 지도는 채택으로부터 최소 7일전에 게시해야 합니다.

2021년 9월 7일DrawTust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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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 인구

연방투표권리법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인종에 따라 선거구를 
정하는 것 금지

다른 선거 연도로 변경되는 
투표인 최소화

유권자의 선택/임기 연속성 
존중

미래 인구 성장

기존 선거구의 핵심 보존

1. 연방법
2. 캘리포니아 도시 

기준

1. 지리적으로 인접

2. 분할되지 않은 이웃과 
“이해관계 공동체” 
(한데 모아야 하는 사회경제적 
지리적 지역)

3. 쉽게 식별되는 경계

4. 컴팩트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룹으로 
가기 위해 하나의 그룹을 
우회하지 마십시오)

금지:

“어느 한 정당에 우호적이거나 또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3. 기타 전통적 선거구 획정 
원칙

선거구 획정 규칙 및 목표

2021년 9월 7일DrawTust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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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 
요약

공식 2020 
인구통계 

데이터와 사전 
인구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

DrawTustin.org

터스틴시- 2020년 인구조사 (예비 데이터)

범주 부문 수 백분율 범주 부문 수 백분율
2020년 인구조사 인구 80,276

연령
0~19세 22,298 28%

총 인구

히스패닉 32,712 41% 20~60세 45,390 57%
NH 백인 22,901 29% 60세 이상 12,375 15%
NH 흑인 1,982 2%

이민
이민자 27,234 34%

아시아계 미국인 20,685 26% 귀화 12,980 48%

시민권 투표 연령 
인구

합계 48,431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영어 35,478 48%
히스패닉 14,136 29% 스페인어 23,259 31%
NH 백인 20,757 43% 아시아 언어 11,096 15%
NH 흑인 1,484 3% 기타 언어 4,525 6%

아시아/태평양 섬 11,731 24% 언어 유창성
영어 말하기 "아주 

잘하지는 못함"
13,043 18%

유권자 등록 
(2020년 11월)

합계 40,200
교육 (25세 이상)

고졸 18,499 35%
라티노 추정 11,363 28% 학사 15,062 29%

스페인 이름(성) 10,208 25% 석사 학위 7,973 15%
아시아 이름(성) 6,699 17% 가정 내 아동 18세 미만 아동 9,862 38%

필리핀 이름(성) 770 2% 인구 백분율 16세 
이상

피고용인 44,597 72%

NH 백인 추정 19,356 48%

가계소득

소득 0-25k 2,794 11%
NH 흑인 1,137 3% 소득 25-50k 3,944 15%

투표율
 (2020년 11월)

합계 34,220 소득 50-75k 4,459 17%
라티노 추정 8,923 26% 소득 75-200k 10,893 42%

스페인 이름(성) 8,016 23% 소득 200k 이상 3,711 14%
아시아 이름(성) 5,728 17%

주택 통계

독신가정 14,439 51%
필리핀 이름(성) 634 2% 다가정 12,810 45%
NH 백인 추정 17,192 50% 임대 13,070 51%

NH 흑인 959 3% 자가 12,730 49%

투표율 
(2018년 11월)

합계 23,087 2020년 10개년 인구조사 총 인구 데이터 캘리포니아 주 
데이터베이스 이름(성) 기반 투표자 등록 및 투표율 

데이터 라틴계 투표 등록 및 투표율 데이터는 
인구조사국의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추정치를 사용하여 

조정된 스페인 이름(성)을 가진 사람들의 수치로 
계산합니다. NDC 추정 NH 백인 및 NH 흑인 등록 및 

투표율 수치 2015-2019 미국 커뮤니티 조사 및 특별 표 
5년 데이터의 시민권 투표 연령 인구, 연령, 이민, 기타 

인구통계

라티노 추정 5,271 23%
스페인 이름(성) 4,735 21%
아시아 이름(성) 3,164 14%
필리핀 이름(성) 385 2%
NH 백인 추정 13,264 57%

NH 흑인 추정 89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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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티노들은 도시의 
서부 지역, 특히 I-5 
부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라티노 CVAP

DrawTustin.org

터스틴 병원

사립초등학교
갤러리 파크 
(프라이빗)

터스틴 랜치 골프 코스

피터스 캐년 리저널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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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아메리칸들은 
도시의 남부 및 동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CVAP

미국 원주민 또는 
블랙/아프리칸 아메리칸 
인구는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DrawTustin.org

터스틴 병원

사립초등학교
갤러리 파크 
(프라이빗)

터스틴 랜치 골프 코스

피터스 캐년 리저널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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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다가구 주택

2021년 9월 7일DrawTustin.org

터스틴 병원

사립초등학교
갤러리 파크 (프라이빗)

터스틴 랜치 골프 코스

피터스 캐년 리저널 공원

멀티팸

인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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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정의

첫번째 질문: 이웃이란?

두번째 질문: 어떤 지리적 경계가 있습니까?

이웃 경계를 정의하는 물리적 특징의 예:

❑ 고속도로 또는 주도로, 강, 운하, 언덕 등과 같이 이웃을 
나누는 자연적인 경계선

❑ 공원 또는 학교 주위 영역

❑ 기타 이웃 랜드마크

공개 증언 부재 시, 계획 기록 및 기타 유사 문서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7일DrawTust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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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너머:
이해관계 공동체의 정의

첫번째 질문: 무엇으로 공동체를 정의합니까?

❑ 지리적 영역과

❑ 공유된 이슈 또는 특징

❑ 공유된 사회 또는 경제적 이익

❑ 카운티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여러분의 공동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두번째 질문: 이 공동체가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대표되기 위한 목적으로 

단일 선거구에 포함되는 것"이 이득이 됩니까? 

❑ 아니면 복수 대표를 갖는 것이 더 이득이 됩니까?

이해관계 공동체의 정의에는 정당 또는 공적 직위 재임자, 
정치적 후보와의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9월 7일DrawTustin.org



13

이웃을 너머: 공동체

캘리포니아 선거법 하에서, "이해관계 공동체"는 도시와 카운티의 
선거구 획정 및 재조정 맥락 내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이해관계 공동체”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표를 목적으로 단일 
선거구에 포함되야 하는 공통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인구입니다. 

이해관계 공동체에는 정당 또는 공적 직위 재임자, 정치적 
후보와의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조사항 추가)

DrawTustin.org 2021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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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지도

❑ 인구통계 '스토리'와 
기타 데이터를 쉽게 
사용

❑ 파워포인트와 
유사하지만, 
인터랙티브함 

❑ “이해관계 공동체”
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됨

❑ 골레타 샘플 지도 

DrawTustin.org

골레타 시를 제외한 이익공동체

토지 용도 및 구획

아래를 클릭하여 도시 내 각 
필지의 토지 용도 및 구획에 의한 
분류 방식을 확인하세요. 도시 
경계 및 그 하위 영역은 
참조용으로 그대로 남겨 
놓았습니다.

각 색상이 상징하는 토지 용도 및 
구획 범주를 찾으려면 좌측하단에 
있는 범례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도시 토지 용도

도시 내 각 필지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범주는 적게 사용하되지만 더 
일반적입니다.

도시 구역 획정

2021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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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지도 검토 도구

온라인 인터랙티브 검토 도구

❑ ESRI의 “ArcGIS Online” – 사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구글 맵과 
유사

❑ 지도를 제작하는 게 아닌 지도를 검토, 분석 및 비교하는 데 
사용됨.

❑ “이해관계 공동체”와 기타 데이터의 오버레이 포함

2021년 9월 7일DrawTustin.org

레이어

HOA 또는 기타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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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지도 검토 도구

종이로 된 "일반인 참여 키트"

❑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거나 
종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

❑ 현재 도로와 랜드마크 표시

❑ 향후 버전에는 전체 인구 
수 표시 예정 

DrawTustin.or
g

추가 언어로 표시된 지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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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 어느 지역에 살며 어떤 경계로 이웃과 이웃을 구분합니까?

❑ 시에서 다른 중요한 곳은 어디이고, 무엇이 경계가 
됩니까?

논의 주제:

❑ “이웃” 

❑ "이해관계 공동체"

2021년 9월 7일DrawTustin.or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