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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시애틀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

모든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애틀 강화

2022년 동안 시애틀은 7개의 시애틀 시의회 지역구 경계선을 조정하여 각
지역구의 인구가 동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구 재조정 절차는 지역구
선거를 사용하는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해 수행되며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조사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202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시애틀의 인구는 737,015명으로 2010년 이후
21.1% 증가했습니다. 지역구 재조정을 통해 2023년까지 각 시애틀 시의회
지역구에는 대략 같은 수의 인구 또는 지역구당 총인구 약 105,288명
정도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구 재조정 과정은
1, 2 및 5 지역구를 확장하고 3, 4 및 7 지역구를 축소하여 모든 선거구의
경계선을 다시 편성합니다.
시애틀 헌장에 따라 지역구 재조정 절차에는 가장 최근의 10년 단위 인구
조사 데이터, 지역구 재조정 규칙,
지도 제작 전문 기술, 그리고 지식
일정
및 대중의 의견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의회 지역구 경계를 편성하는 5명의
2021년
임명된 비당파적인 시애틀 거주자로
위원회 구성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022년 2월-5월
4개의 지도 초안 제안에 대한
교육 및 공개 의견과 함께 공개
지역구 재조정 절차 시작
2022년 5월-7월
4개의 지도 초안 제안과 함께
각 지역구에서 공개 토론회
개최
2022년 7월-8월
위원회의 최종 제안서 작성 및
공개

elsa.batres-boni@seattle.gov
www.seattle.gov/
redistricting/
SEATTLE DEPARTMENT OF
NEIGHBORHOODS (시애틀 근린국)

99,102
102,753

106,103

123,351
106,845

2022년 8월-9월-10월
위원회가 최종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요청
2022년 11월
위원회의 최종 지도 승인 및
제출

연락처

99,698

99,163

600 4th Ave., Floor 4
PO BOX 94649
Seattle,
WApopulation:
98124-4649
Target
전화: 206.684.0464
팩스: 206.233.5142

105,288

Districts 1, 2, 5, and 6 must

저희를 팔로우 하세요
블로그
Frontporch.seattle.gov
Districts 3, 4, and 7
페이스북(Facebook)
SeattleNeighborhoods
트위터(Twitter)
@SeaNeighborhood
인스타그램(Instagram)
@seattle_neighborhoods

must co

2023년 1월
새로운 시애틀 의회 지역구

www.seattle.gov/neighborhoods | 206.684.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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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
새 지역구의 경계는 반드시:
• 작고 연결되어 있으며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인구가 거의 동일해야 합니다(1 % 이내).
• 어떤 사람의 거주지를 수용하기 위해
그려져서는 안됩니다.
게리맨더링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선거구 경계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새 지역구의 경계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수로와 지리적 경계를 인식합니다.
• 지역 사회와 동네를 인식합니다.

참여 방법
• 제안된 지도에 대한 서면, 녹음 및 실시간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시애틀 인구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웹 사이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제안된
지도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 회의, 예정된 공개
토론회 및/또는 공개 지도 작성 도구
교육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의 모든 부분에 대해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난 회의록, 기록 및 자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는 누구입니까?
EJ Juárez 위원
(he/him) 워싱턴 천연자원부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의 형평성 및 환경
정의 책임자.

Rory O’Sullivan 위원
(he/him) 현 행정심판실(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행정법 판사.

Greg Nickels 위원
(he/him) 시애틀 제51대 시장
역임.

Neelima Shah 위원
(she/her) 시애틀에 기반을
둔 Bullitt Foundation의
수석 프로그램 책임자.

Patience Malaba 위원
(she/her) 시애틀-킹 카운티
주택 개발 컨소시엄(Housing
Development Consortium)
의 책임자.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약 2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회원 협회 주도.

www.seattle.gov/neighborhoods | 206.684.0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