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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 공개 포럼 참여 초대 
 
SEATTLE (2022년 4월 29일) – 시애틀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Seattle Redistricting Commission)는 

현재 시애틀 일곱 개의 시의회 지역구(City Council District)의 경계를 수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진행 과정에 대해 배우고 다가오는 공개 포럼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각 시의회 지역구에 대한 개별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시애틀 지역구 재조정 위원들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역구 재조정 과정에 대해 

교육하고, 경계 변경 초안 및 해당 변화들이 특정 지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상호작용 방식의 지도를 제시합니다. 회의는 하이브리드(온라인 및 직접 참여 모두 가능) 

형식이 될 것이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위원회에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위원들은 해당 시의회 지역구에서 귀하의 커뮤니티에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에 대한 귀하의 

의견과 지침이 필요합니다."라고 시애틀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 위원장인 Eliseo Juarez는 

말했습니다. "경계는 언덕과 수로를 가장 가깝게 따라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한 축소된 

규모여야 하겠습니까? 역사적인 지역 사회 지역을 단일 지역구로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음 십 년 동안 모든 이웃 지역과 커뮤니티를 공정하게 대표하는 최종 지도를 

만드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귀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애틀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는 다섯 명의 임명된 시애틀 주민으로 구성된 독립적이고 무소속인 

단체로, 시의 인구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시의회 지역구 경계를 수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새롭게 지역구 경계를 수정하여 인구 수가 거의 동등한 지역구를 생성하기 위해 시 

헌장(City Charter)의 위임된 기준을 따라 지리 정보 시스템(GIS) 전문 지식과 최신 2020 인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또한 기존의 지역구 경계를 따르고, 

수로와 지리적 경계를 인식하고, 시애틀의 커뮤니티와 이웃 지역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02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시애틀의 인구수는 737,015명으로, 2010년 이후 21.1%가 

증가했습니다. 지역구 재조정 과정은 2023년 선거 주기까지 각 시애틀 시의회 지역구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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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88명을 포함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모든 지역구의 경계선을 

수정하여 1, 2, 5 및 6 지역구를 확장하고 3, 4 및 7 지역구를 축소할 것입니다.   
 
공개 포럼(토론회) 참석 

https://seattle.surveymonkey.com/r/VXM2PGW에서 미리 등록하십시오.  
 

• 1 지역구 공개 포럼: 2022년 5월 15일 오후 1:00-3:00 

포럼장 위치: High Point Library, High Point Meeting Room: 3411 SW Raymond St, 
Seattle, WA 98126  
온라인 링크: https://us06web.zoom.us/j/81346766847  

 
• 2 지역구 공개 포럼: 2022년 5월 19일 오후 5:30-7:30 

포럼장 위치: El Centro de la Raza Centilia Cultural Center: 1660 S Roberto Maestas Festival St, 
Seattle, WA 98144 
온라인 링크: https://us06web.zoom.us/j/81813406544  

 
• 3 지역구 공개 포럼: 2022년 6월 2일 오후 5:30-7:30 

포럼장 위치: Garfield Community Center, 2323 E Cherry St, Seattle, WA 98122 

온라인 링크: https://us06web.zoom.us/j/82983603669  
 

• 4 지역구 공개 포럼: 2022년 6월 9일 오후 5:30-7:30 

포럼장 위치: Wallingford Community Senior Center within The Good Shepherd Center,  
4649 Sunnyside Avenue North. suite 140 
온라인 링크: https://us06web.zoom.us/j/82217028349  

 
• 5 지역구 공개 포럼: 2022년 6월 16일 오후 5:30-7:30 

포럼장 위치: Lake City Branch - Seattle Public Library Meeting Room, 
12501 28th Ave NE, Seattle, WA 98125 
온라인 링크: https://us06web.zoom.us/j/85403374640  

 
• 6 지역구 공개 포럼: 2022년 7월 14일 오후 5:30-7:30 

포럼장 위치: Ballard Branch - The Seattle Public Library, 
5614 22nd Ave NW, Seattle, WA 98107 
온라인 링크: https://us06web.zoom.us/j/82177793287  

 
• 7 지역구 공개 포럼 : 2022년 7월 21일 오후 5:30-7:30 

포럼장 위치: Bertha Knight Landes (BKL) Room - First Floor of City Hall,  
600 4th Avenue, Seattle WA, 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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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링크: https://us06web.zoom.us/j/86215361885  
 
 
공개 포럼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초안 지도를 보고 https://www.seattle.gov/redistricting/how-to-

participate에 공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수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공개 포럼에서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시려면 Elsa Batres-Boni에게 

Elsa.Batres-Boni@seattle.gov 또는 (206) 256-6198로 문의하십시오. 
 
시애틀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seattle.gov/redistricting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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