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에 의한 시의회 지구화 절차
알아야 할 것
2018년 6월 6일, 산타 클라라 카운티 고등 법원은 현재 산타 클라라 시가 시의원
선거에서 시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이 캘리포니아 주의 투표권 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추가 재판을 열어 이 위반에 대한 사법적
구제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두 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2018년 11월 선거에서
후보자가 시 전역에서 선출되지 않고 지구별 선거에 의해 선출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8년 6월 26일, 법원은 재판의 구제 단계 일정과 관련된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http://santaclaraca.gov/home/showdocument?id=58277 . 해당 명령은 시의원 선출 지구
지도에 대한 대중의 의견 취합을 위해 2018년 7월 22일 이전까지 시의회가 네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과 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구별 선거의 변화는 산타 클라라 유권자들이 시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법원이 지구별 선거를 명령하면, 유권자는 자신과 같은 지구에
거주하는 한 명의 시의원에게만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참여
산타 클라라 시는 새로운 지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구화 과정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주어진 기간이 매우 짧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변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향후에 있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 웹사이트 ( www.santaclaraca.gov/districts )를 방문하여 최신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 주소
(districts@santaclaraca.gov)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공청회

2018년 7월 3일 - 오후 6시 Council Chambers, 1500 Warburton Avenue, Santa Clara
2018년 7월 5일 - 오후 4시 30분 Central Park Library, Redwood Room, 2635
Homestead Road, Santa Clara
2018년 7월 11일 - 오후 6시 Council Chambers, 1500 Warburton Avenue, Santa Clara
2018년 7월 21일 - 오전 11시 Northside Library Community Room, 695 Moreland Way,
Santa Clara
공청회에 참여하는 분들 중 미국 장애인 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고
싶으신 분은 공청회가 열리기에 앞서 적어도 3일 전 (영업일 기준)에 시의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408) 615-2220

지도 및 인구 통계
인구 통계 전문가가 산타 클라라 시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지구로 구성된
지구지도 초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지구지도 초안은 공개 검토를 위해 이 웹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즉석 지구 자문 위원회
즉석 지구 자문 위원회는 지구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기존의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됩니다.
•

유키 이케지 (의장)

•

스티븐 리코사

•

바바라 바비 A. 에스트라다

질문 / 추가 정보
추가 정보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408) 615-2210을 통해 시행정 담당관
사무실로 연락하시거나 다음 이메일 주소 ( districts@santaclaraca.gov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