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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카운티 
독립 선거구획정 위원회 

 

회의 의제 

위원 
David Bame, Chair 

Sonia Diaz, Vice Chair 
Colleen Brown 

Amy Caterina 

Chris Chen 
Elidia Dostal 

Rosette Garcia 
Barbara Hansen 

Kenneth Inman 

Kristina Kruglyak 
Arvid Larson 

Fernandez Ponds 
John Russ 

Ramesses Surban 

 

목요일, 2021년 2월 25일, 오후 5시 30분 

 

회의에 참여하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요: 

https://zoom.us/j/99729658305 

회의 패스코드: 1600 

전화로 회의에 참여하려면, 

(669) 900-6833 또는 (408)638-0968로 전화하거나 

지역 번호를 https://zoom.us/u/aj359BAHe 에서 찾으십시오 

웨비나 ID: 997 2965 8305 

링크, 패스 코드 및 웨비나 ID는 각 회의마다 고유합니다 

 

발언을 요청하려면, 

www.sandiegocounty.gov/redistricting/IRCrequest-to-speak.html. 에서 

온라인 발언 요청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회의 중에 제출된 발언 요청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I. 개회 선언 

II. 출석 확인 

III. 비 의제 일반인 발언 

일반인은 독립 선거구획정 위원회 관할 구역 내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각 발언자의 발언 시간은 2분으로 

제한됩니다. 

IV. 위원회 심의 사항 

1. 2021년 2월 11일, 정기 회의 회의록 승인 

2. 관련 지역 사회에 대한 아웃 리치: 법적 요건, 모범 관행 및 사례 연구: 교육 

담당자: Jaqui Guzman Sunnyvale시 부매니저, Ginger Grimes 변호사, 

Goldstein Borgen Dardarian & Ho, 및 Marguerite Leoni, 샌디에고 카운티 

독립 선거구획정 위원회 자문 위원 

3. 특별 위원회 보고서 

A. 제안에 대한 인구통계 서비스 요청 (RFP) 

B. RFP 아웃 리치 및 참여 서비스  

C. 위원 교육 

D. 선거구획정 아웃 리치 및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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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관할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및 교대에 사용된 절차에 대한 

직원 보고서 및 2021년 2월 28일에 종료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잠정 

기간 연장에 대한 IRC 논의 및 조치, 새로운 임시 또는 상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가능성 및/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교대의 시행 가능성 

 

5. 선거구획정 예산 상황 업데이트 

V. 폐회 

다음 번 의제 항목 

위원들은 다음 주제/항목을 다음 번 회의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항목의 제목, 

문구 및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팀 빌딩 아이디어 

B. 대면 회의가 재개될 경우 공공 장소에서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대한 공공 안전 및 

보안 검토 

C. 예산 위원회 

D. 이메일 보존 정책 

E. 인구조사 데이터 공개 및 일정표에 대한 월별 상황 업데이트 
 

이 의제에 나열된 항목에 대한 증빙 문서 및 첨부 파일은 www.sdcounty.ca.gov/redistricting에서 온라인으로 

보거나 1600 Pacific Highway, Room 402, San Diego, CA 92101에 위치한 카운티 행정 센터에 있는 수퍼바이저 

위원회 서기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지원: 의제 및 기록은 요청시 대체 형식으로도 제공됩니다. 질문이 있거나 장애 

관련 편의를 요청하려면 수퍼바이저 위원회 서기실에 619 531 5434로 전화하십시오. 수화 통역사가 필요한 

개인은 카운티 전체 ADA Title II 코디네이터에게 (619) 531 4908로 연락하십시오. 편의 요청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 회의 시작 72시간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의실 앞 

공간은 휠체어 또는 기타 접근 가능한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개인을 위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http://www.sdcounty.c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