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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회의
2021 년 10 월 21 일, 목요일, 오후 5 시 30 분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
South Region Live Well Center @ National City
401 Mile of Cars Way
National City, CA 91950
가상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https://us06web.zoom.us/j/93072271112
회의 패스코드: 648849
전화로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
(669) 900-6833 또는 (408) 638-0968 로 전화하세요
또는 귀하의 지역 번호를 https://zoom.us/u/aj359BAHe 에서 확인하세요
웨비나 ID: 930 7227 1112#
참가자 ID: 해당 사항 무, #를 누르세요
회의 패스코드 : 648849#
링크, 패스코드, 웨비나 ID 는 회의 때마다 고유합니다.
오늘 의제 항목에 대해 발언을 요청하려면, 온라인 발언 요청 양식을
www.sandiegocounty.gov/redistricting/IRCrequest-to-speak.html 에서 작성하세요.
이 양식을 회의 시작 전에 작성하면 회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회의 중 제출된 발언 요청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현행 독립 선거구획정 위원회 특별위원회 목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1.

개회 선언

2.

출석 확인

3.

2021 년 10 월 14 일 정기 회의 회의록 승인

4.

추가로 수렴된 대중 의견 및 대중이 제출한 지도 업데이트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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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RC 초안 지도에 대한 논의, 그리고 IRC 초안 지도 개선에 관한 FLO Analytics 에
대한 방향 지시 논의 및 승인 여부
5.1. IRC 초안 지도 1
5.2. IRC 초안 지도 2
5.3. IRC 초안 지도 3
5.4. IRC 초안 지도 4
6. IRC 웹사이트 개선 및 관련 비용에 대한 논의 및 승인 여부
7. 폐회
이 의제에 나열된 항목에 대한 증빙 문서 및 첨부 파일은 www.sdcounty.ca.gov/redistricting 에서
온라인으로 보거나, County Administration Center, 1600 Pacific Highway, Room 402, San Diego, CA
92101 에 소재한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서기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의제 및 기록은 요청 시 대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질문이 있거나 장애 관련 편의를 요청하려면 수퍼바이저
위원회 서기실에 (619) 531-5434 로 전화하십시오. 수화 통역관이 필요한 개인은 카운티 전체 ADA
타이틀 II 코디네이터에게 (619) 531-4908 로 연락하십시오. 편의 요청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회의 시작 72 시간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의실 앞 공간은 휠체어 또는 기타 접근이 가능한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개인을 위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제 및 회의 내용 번역:
회의 의제는 온라인으로 www.sdcounty.ca.gov/redistricting 에서, 영어, 아랍어, 중국어, 한국어,
라오스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그 밖의 다른 언어로 회의 의제 번역을
요청하는 개인은 (619) 409-3003 으로 전화하거나 redistricting@sdcounty.ca.gov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그 밖의 다른 언어로 번역된 자료는 요청이 있을 시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공될
것입니다. 회의에 대한 동시 통역을 요청하고자 하는 개인은 회의 시작 최소 24 시간 전에 (619) 4093003 으로 전화하거나 redistricting@sdcounty.ca.gov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샌디에고 카운티는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개인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의 지침을 계속 따릅니다. 카운티는 또한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실내 공공 장소에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권장하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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