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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리치 및 참여 유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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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 현재까지의 아웃리치 및 참여 유도 노력
– 일정 및 접근법(개괄)
– 멀티미디어 아웃리치 - 디지털, 인쇄물, 전화 등(개괄)
– 전용 웹사이트(개괄)
– 공개 워크샵 #1 및 #2(개괄)
– 공청회 #1, #2 및 #3(업데이트)
– 지도 초안에 대한 홍보 만기일(업데이트)
– "설명" 애니메이션 비디오(신규!)
– 공청회 #4 홍보(신규!)

• 향후 아웃리치 및 참여 유도
– 과정 중 최종 마일스톤을 홍보하며 지속적인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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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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미디어 홍보

• 디지털
– 웹사이트
– 이메일
– 소셜미디어
– 디지털광고
– 온라인미디어채널에대한언론
보도

• 인쇄물
– 잔디밭표지판
– 공지사항
– 인쇄미디어채널에대한언론보도

• 전화
– 지역사회단체에대한전화통화

구독자에대한샘플이메일



전용 웹사이트

DrawTustin.org, 
8월 30일 오픈되어
정보와 자료로 계속

업데이트됨.



공개 워크샵 #1 및 #2

• 공개 워크샵 #1 및 #2 
(8월 31일과 9월 22일에
개최됨).
– 배경 정보 공유, 일반 매핑

도구 소개, 과정/도구에
관한 질문 답변

– Tripepi Smith 사회, 
National Demographics 
Corporation 참여

DrawTustin.org에 예시 비디오 게시됨



공청회 #1, #2 및 #3

• 공청회 #1, #2 및 #3 (9월
7일, 9월 17일 및 10월
9일에 개최됨).
–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전환

가능성에 대해 교육하고, 과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그리고
일반인의 의견을 요청하는 공청회

– 공청회 #3에는 고려 대상인 첫 번째
선거구 지도 초안의 공개가 포함됨

– 공청회 자료(공개 통보, 슬라이드, 
비디오, 일반 의견 포함)는
DrawTustin.org/Schedule에서 볼 수
있음

DrawTustin.org에 예시 비디오 게시됨



지도 초안에 대한 홍보 만기일

• 소셜 미디어

• 이메일

• 웹사이트 업데이트

• 유인물

• 커뮤니티 단체에 직접 아웃리치

예시이메일



"설명" 애니메이션 비디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번체), 한국어 및 베트남어 캡션/자막이
있는 터스틴 시 유튜브에 게시됨



공청회 #3 홍보

• 소셜 미디어
• 디지털 광고
• 언론 보도
• 이메일
• 웹사이트 업데이트
• 공지사항
• 유인물
• 지역사회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아웃리치

Facebook에게시물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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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아웃리치 및 참여 유도



향후 전개

• 과정 중 마일스톤마다 지속적인 참여 유도 홍보
– 최종 마일스톤과 프로세스의 완료에 대해 동일한 멀티미디어 접근 사용

예정



질문?



터스틴시
지도초안프레젠테이션

2021년 10월
25일 Dr. Justin Levitt, 미국 국립인구통계 공사



선거구 획정 과정

단계 설명

최초워크숍
2021년 8월 31일

교육및선거구구성에관한의견을구함.

두번의초기공청회
9월 7일과 9월 17일

지도초안발표전개최
교육및선거구구성에관한의견을구함.

인구조사데이터발표
2021년 8월 12일

인구조사국에서공식 2020년인구조사인구데이터를발표.

캘리포니아데이터발표
2021년 10월초

캘리포니아주데이터베이스에서캘리포니아의공식
'수감자조정' 2020년선거구재획정데이터발표.

지도초안발표 지도는세번째공청회보다적어도 7일전에게시해야합니다.

지도초안에관한두번의
공청회

10월 9일및 10월 25일

지도초안에관한논의및수정그리고선거순서를논의하기
위한두번의회의

지도채택
2021년 11월 1일까지

조례를통해지도채택.
최종지도는채택으로부터최소 7일전에게시되어야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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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wTustin.org



접수된 지도

¨ 총 16개의 지도를 주민들이 제출
¤ 10/9일에 게시된 11개의 최초 지도

¤ 5개의 새로운 공개 지도
n 인구가 균등 배정된 4개의 선거구를 표시한 새로운 1개의 지도

n 제출 마감일 이후 그러나 게시 마감일 이전에 1개의 지도가 접수됨

¨ 지역사회의 의견과 공개 지도 컨셉을 기준으로
NDC에서 5개 지도 작성
¤ 10/9에 접수된 지침을 기준으로 한 2개의 새로운 지도 120 및

121

¨ 일반에 공개 가능 지도:
¤ 시 웹사이트에 PDF

¤ 온라인 뷰어

¤ 종이 버전 이용 가능
2021년 10월 25일



추가 새로운 지도

2021년 10월 25일



정시에 접수된 다른 지도

2021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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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균형 지도가 아님
인구 균형 지도가 아님

연방정부의 인구 균형 요건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분석 완료 필요



인구 균형 지도

2021년 10월 25일



지도 109



지도 112



지도 113



지도 114



지도 115

2021년 10월 25일



지도 120

2021년 10월 25일



지도 121

2021년 10월 25일



지도 비교표

2021년 10월 25일

지도 109 112 113 114 115 120 121
총편차 4.01% 5.17% 8.70% 2.76% 3.17% 3.68% 8.58%

최고라티노

CVAP
60% (D1) 58% (D2) 60% (D2) 59% (D2) 57% (D2) 57% (D2) 54% (D2)

최고

아시아인

CVAP

35% (D4)
34% (D3)

35% (D4)
34% (D3)

35% (D4)
32% (D3)

35% (D4)
34% (D3)

35% (D4)
34% (D3)

35% (D4)
34% (D3)

34% (D3) 
32% (D4)

I-5를
교차하는

선거구

D1 & D2 D1 & D2 D3 D1 & D2 D1 & D2 D1 & D2 D1



시퀀싱

2021년 10월 25일



선거 연도 시퀀싱

2021년 10월 25일

¨ 지도가 선택되면, 최초 선거 연도에 각 선거구가
할당되어야 함

¨ 선거구 선거제도로 전환되어도 현재 의원의 임기가
단축되지 않음

¨ 현재 임기 말에 선거를 위한 선거구가 획정됨(한
해의 선거 횟수는 변동 없음)

¨ 연단의 사람 숫자가 잘못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조합

¨ 시장은 선거연도에 배정되어야 하는 다섯 가지 직위
중 하나로 계산됨

터스틴은 2022년 선거 주기에 2개의 선거구를
그리고 2024년에 3개의 선거구를 배치해야 됨



'신속 대변' 목표 상충

2021년 10월 25일

¨ 전통적으로 대표자가 불충분한 지역에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새로운
선거구에서 선거구제 선거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 다음 선거가 대통령 선거인 경우(2016년 선거법 Section 10010(b)가 제정된

당시처럼), 결정이 쉬워집니다.

¤ 다음 선거가 주지사 선거인 경우(현재와 같은 경우), 이는 역사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지역에서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능력을 고양시키는
목표와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 역사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주지사와 대통령 선거연도 사이에
투표율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 영향 정도는 대표자가 가장 불충분한 지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소득 및 이민 상태와 같은 다른 요인과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 "다음 선거"는 일회성 선거이지만, 주지사나 대통령 선거에 지역을
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구적인 결정이 됩니다.
¤ 누군가가 해당 지역에서 선출되는 경우, 향후 인구조사 이후 선거구 재획정은

현지 대표로써 동일한 선거 주기에 대해 해당 선거구를 유지하게 됩니다.
¤ 중간 선거 주기에 투표율이 낮은 경우, 선거구가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연도 배정

2021년 10월 25일

¨ 시퀀싱 목표:
¤ 선거법 Section 10010 (b):

n "선거구제 선거의 최종 시퀀스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투표권법 2001의 목적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해야하며 선거구 구성원이 표명한 선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역사적으로 대표자가 불충분한 지역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 고양

¤ 역사적으로 대표자가 불충분한 지역에 신속하게
대표권을 제공
n 이 목표는 첫 번째 선거구제 선거가 주지사 선거 연도에 치러질

경우 이전 목표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 투표자가 현재의 대표자를 재선거할 기회를 임의로
차단하지 마십시오.



"궐석"이 된 선거구의 대변

2021년 10월 25일

¨ 추후 선거연도의 재선거에 출마하는 대표자는
추후 선거연도까지 "전체의" 대표자로서 전체
관할구를 대변합니다(또한 전체 관할구에 의한
소환 대상임).

¨ 추후 선거연도에 배정된 선거구의 주민들은
전체의 추후 대표자에 의해 대변됩니다.



재선거의 영향

2021년 10월 25일

2022년선거구에거주하는대표자 2024년선거구에거주하는
대표자

2022년에
대표자임기
종료

대표자는현재임기말해당선거구에서
재선거에출마할수있습니다.

대표자는임기말
물러납니다.

대표자는재임자로서는
아니지만, 2년후해당
직위에출마할수
있습니다.

2022년에
대표자임기
종료

(방법 1) 대표자는임기말물러납니다. 
그리고재임자로서는아니지만, 2년
후(2026년) 다시출마할수있습니다.

(방법 2) 대표자는 2022년선거구제선거에
출마합니다. 선출된경우, 전체대표의석을
사임하며 (전체대표의석의 2년궐석) 

선거구제의석에취임합니다. 선출되지않은
경우, 2024년현재의전체대표임기말인

2024년까지근무합니다.*

대표자는현재임기말
해당선거구에서
재선거에출마할수

있습니다.



의회에 미치는 시퀀싱 영향

2021년 10월 25일

지도 1 2 3 4
109 공석 Gomez Clark Cooper, Gallagher, & Lumbard
112 Gomez 공석 Clark Cooper, Gallagher, & Lumbard
113 Gomez 공석 Clark & Cooper Gallagher & Lumbard
114 Gomez & Cooper 공석 Clark Gallagher & Lumbard
115 Gomez 공석 Clark Cooper, Gallagher, & Lumbard
120 Gomez & Cooper 공석 Clark Gallagher & Lumbard
121 Gomez 공석 Clark Cooper, Gallagher, & Lumbard

현재 임기 만료일:
2022 – 임시 시장 Lumbard, 의회의원 Cooper
2024 – 시장 Clark, 의회의원 Gomez와 Gallagher



논의 및 공청회

2021년 10월 25일

¨ 다음 단계:
1. 공청회를 개최하여 선거구 지도의 선정 및 선거구제

선거의 순서에 관한 일반 대중의 의견 청취

2. 선거구 지도 선정에 대한 발의 승인 및 선거구제
선거의 순서 결정

3. 선거구제 선거를 채택하는 조례의 첫 번째 독회를
소개하고 개최하는 발의 승인



이전 지도

2021년 10월 25일



비 균형 지도: 사분면

101 111

110



비 균형 지도: 고속도로

103 104

105



비 균형 지도: 기타

102 106

107



5개 선거구 지도: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