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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선거구 조정 위원회,  

최종 시의회 선거구 지도 채택  

 
시애틀(2022년 11월 9일) –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시애틀 선거구 조정 위원회(Seattle 

Redistricting Commission)는 최종 시의회 선거구 계획(Final City Council Districts Plan)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워싱턴주 및 시애틀시 헌장 규정을 따르며, 수개월의 대중 

참여를 고려하고, 지리 정보 시스템 전문가 및 지도 작성 도구와 협력합니다. 

일반 대중들은 다음에서 해당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eattle.gov/redistricting/how-to-participate.  
 
위원들은 11월 8일 시애틀 선거구 조정 위원회 회의에서 10월 31일에 위원회의 최종 수정 

초안으로 채택된 최종 지도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투표에 부쳤습니다. 이 지도는 가장 큰 

선거구의 인구가 가장 작은 선거구의 인구를 1% 이하로 초과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과 시 

헌장(City Charter)에 명시된 기타 모든 경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새로운 시애틀 선거구 

의회 지도(Seattle District Council Map)에는 인구 수 증가를 위해 경계가 확장된 1, 2, 5, 6 

선거구 및 인구 수 감소를 위해 축소된 3, 4, 7 선거구가 포함된, 7개 시의회 선거구 모두에 대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 선거구 의회 지도 보기: 

• PDF 링크   

• 상호작용식 지도 링크   

• Dave의 선거구 조정 앱 링크  
  
 
시애틀 선거구 조정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attle.gov/redistricting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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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선거구 조정 위원회는 다섯 명의 임명된 시애틀 주민으로 구성된 독립적이고 초당적 

단체로, 시의 인구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시의회 선거구 경계를 수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지리 정보 시스템(GIS)의 전문 지식과 최신 2020년 인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 헌장의 의무 기준에 따라 새로운 선거구 경계를 그리고 인구 수가 거의 

같고 조밀하고 인접하며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되지 않은 선거구를 지정하며, 어떤 

사람의 거주지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Art. IV Sec. 2 Subdivision D(3)의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참조하십시오: 시애틀시 헌장 | 시법 | Seattle, WA | 시법 도서관. 위원회는 또한 

기존 선거구 경계를 따르고, 수로 및 지리적 경계를 인식하고, 시애틀의 지역 사회와 동네들을 

인지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https://library.municode.com/wa/seattle/codes/municipal_code?nodeId=THCHSE_ARTIVLEDE_S2CIC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