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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매핑 공청회  
독립 선거구획정 위원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카운티 
 

독립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선거법 섹션  21552(c)(2)(A)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됨을 통보합니다. 

 

사전 매핑 공청회 일정 

날짜 시간 장소 주소 

8/18/2021 오후 6시 Bonita Sunnyside 도서관 4375 Bonita Rd, Bonita, CA 91902 

8/26/2021 오후 5시 30분 Ronald Reagan 커뮤니티 

센터 
195 E Douglas Ave, El Cajon, CA 
92020 

9/2/2021 오후 6시 Escondido 상업회의소 720 N Broadway, Escondido, CA 
92025 

9/9/2021 오후 

5시 30분 
Valencia Park/Malcolm X 
도서간 

5148 Market St, San Diego, CA 
92114 

9/18/2021 오후 1시 장소: 연안지역/추후 결정  

9/23/2021 오후 5시 30분 Vista 씨빅 센터 
200 Civic Center Dr., Vista, CA 
92084 

9/25/2021 오후 1시 Spring Valley 커뮤니티 

센터 
8735 Jamacha Blvd, Spring 
Valley, CA 91977 

 
 
 
개인은 사전 매핑 공청회에 직접 또는 가상으로 그리고 줌 (Zoom)을 통해 전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줌 회의 세부 정보는 샌디에고 카운티 선거구 획정 웹사이트에 있는 사전 매핑 
공청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redistricting/pre-mapping-public-hearing.html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redistricting/pre-mapping-public-hearing.html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redistricting/pre-mapping-public-hear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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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1. 사전 매핑 공청회 

A. 정보 제공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B. 공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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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0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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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5434로 전화하십시오. 수화 통역관이 필요한 개인은 카운티 전체 ADA 타이틀 

II 코디네이터에게 (619) 531-490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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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stricting에서, 영어, 아랍어, 중국어, 한국어, 

라오스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그 밖의 다른 언어로 회의 의제 번역을 

요청하는 개인은 (619) 409-3003으로 전화하거나  redistricting@sdcounty.ca.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그 밖의 다른 언어로 번역된 자료는 요청이 있을 시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공될 

것입니다. 
 
사전 매핑 공청회 실시간 번역을 원하는 개인은  청문회 최소 24시간 전에  (858) 277-2822로 전화하거나  
redistricting@abasd.org로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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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dcounty.ca.gov/
http://www.sdcounty.ca.gov/redistricting
mailto:redistricting@sdcounty.c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