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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a 시, 2020년 공식 센서스 데이터와 함께 지도작성도구 

공개 
 

즉시 공개용 

미디어 연락처:  Matt Mogensen, 시 부관리자 

 

캘리포니아 주는 9월 말 미국 공식 센서스 데이터를 공개했으며, 여기에는 주내 교도소 인구 

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캘리포니아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Marina 시는 2020년 

센서스 데이터 주 조정안에 근거하여 선거구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통해서 어느 지역사회와 커뮤니티가 하나의 선거 구역으로 결집되는지 

결정됩니다. 인구 균형이 있고 지역구를 대표할 수 있게 된다면 선출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Marina 커뮤니티 주민은 자기 나름의 선거구 경계를 작성하여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정보를 다르게 처리하고 기술 앱 사용 수준이 다양하므로 시 정부는 다양한 선거구 

재조정 도구를 제공하여 도시 인구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새로운 지도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인구수가 표기된 종이 지도는 웹 사이트에서 인쇄하여 선거구 경계를 그린 후 시정부에 

redistrictingmarina@cityofmarina.org 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작성한 후에 우송하거나 전달해줄 주소입니다: City Hall, 211 Hillcrest Ave. 

• DistrictR이라는 간단한 온라인 지도 그리기 도구로, 주민들은 Marina 지도 위에 이익 

지역사회 또는 이익 커뮤니티를 디지털 방식으로 그리거나 "페인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포인트는 추정치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Dave's Redistricting App(DRA)이라는 온라인 앱으로, 주민은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함께 선거구 재조정 지도를 생성, 보기, 분석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구글 맵과 유사하게 대화형으로 작성할 수 있어서 주민은 인구 수치 및 기타 통계를 

탐색할 수 있으며 가용한 초안 지도를 보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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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도작성도구는 시 정부 선거구 재조정 웹 사이트 MapMarina.org에 올려놓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며 자세한 피드백을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주민들은 

선거구 재조정 절차 기간에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지도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Marina 시는 이러한 지도작성도구 사용법을 시연하기 위해 11월 19일 오후 6시와 11월 

20일 오전 10시에 두 번에 걸쳐 대면 커뮤니티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 장소: Vince 

DiMaggio Park Community Room, 3200 Del Monte Blvd.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도작성도구 실습 교육을 받고, 도시의 인구학자에게 질문을 하며, Marina의 관심 지역 및 

선호하는 구역 경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시 정부는 커뮤니티가 제출한 초안 지도를 받으면 도시 인구통계학자를 통해 초안 지도를 

검토한 후 선거구 재조정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시 의회는 제출된 모든 초안 지도를 검토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도들을 시 의회에 가져가서 채택을 위한 최종 검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선거구 지도의 1차 공개는 2022년 1월 4일 오후 6시 30분 다음 공청회 기간에 발표됩니다. 

이 회의에서 검토할 초안 지도를 2021년 12월 28일(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공개 회의 일정 전체를 보려면 MapMarina.org/schedule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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