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미디어 연락처:  Sam Read, 206.727.8808, sam.read@seattle.gov 

 

시애틀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는 새로운 시의회 지역구의 

초안 지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합니다. 
 
SEATTLE(2022년 8월 3일) – 시애틀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는 현재 시애틀 일곱 개의 시의회 

지역구(City Council Districts)의 경계를 수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5개월 동안 50개 

이상의 지역 사회 정보 설명회, 지역 사회 설문조사 및 일곱 번의 공개 포럼을 주최하거나 

참여하여, 지역구 재조정 과정과 이웃 지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을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위원회는 새로운 시의회 지역구 경계의 초안 지도를 채택했습니다. 

일반 대중은 초안 지도와 제안된 지역구 경계에 대해 공개 의견을 제출하도록 격려됩니다. 
 
"우리는 시애틀 역사상 처음으로 일곱 개의 시의회 지역구의 경계선을 수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애틀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 위원장인 Greg Nickels는 말했습니다. "동료 위원들과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대중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초안 지도 채택은 그 과정 

중에서도 큰 진전입니다." 
 
위원회의 초안 지도는 8월 2일 시애틀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의 열린 공개 회의에서 생성되었으며, 

지난 다섯 달 동안 제출된 공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초안 지도는 지리 정보 시스템(GIS) 전문 

지식과 2020 인구 조사(Census) 데이터를 사용하고 시 헌장(City Chater) 및 주의 위임 기준을 따라 

새로운 경계와 작고 인접하며 인구수가 거의 동등한 지역구들을 수립합니다. 또한 이 지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기존 지역구의 경계를 따르고, 수로와 지리적 경계를 참고하고, 가능한 한 

시애틀의 기존 지역 사회와 이웃 동네를 보존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를 보여줍니다.  

공개 의견 
이제 최종 초안 지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며 시애틀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는 공개 의견 및 

참여를 둘 다 요청합니다. 일반 대중은 https://www.seattle.gov/redistricting/how-to-

participate에서 최종 초안 지도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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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2022년 8월 3일부터 시작하여 위원회가 최종 지역구 계획을 

제출하는 날까지 지속되며, 이 제출일은 현재 2022년 11월 8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늦어도 2022년 

11월 15일에는 만료됩니다. 
 
초안 지도의 실제 사본은 Logan.Drummond@seattle.gov으로 Logan Drummond에게 

문의하십시오. 또한 600 Fourth Avenue에 위치한 시애틀 시청의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서 사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개 의견 제출 방법: 

• 세 개의 공개 포럼 중 하나에 직접 참석. 

o 공개 포럼 #1: 8월 9일 화요일, 오후 12:00 - 오후 1:30  

포럼 장소: 시애틀 시청, 600 Fourth Avenue, Boards & Commissions Room L280 

온라인 링크: https://us06web.zoom.us/j/84697105761  

o 공개 포럼 #2: 9월 – 날짜 및 시간 미정 

o 공개 포럼 #3: 10월 – 날짜 및 시간 미정 

• 정기적으로 예정된 시애틀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 시애틀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 웹 사이트에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 시애틀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의 공개 의견 제출 양식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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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