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공고
로스 알라미토스 시
City Council Chamber
3191 Katella Avenue, Los Alamitos, CA 90720
로스 알라미토스 시의원회는 아래 날짜와 시간에 시의원회실(3191 Katella Avenue, Los Alamitos, CA)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토의할 내용은 캘리포니아 선거법 10010 조에 의하여 시의회 지역
선거구에 기반한 선거제도 만들기 입니다.
이 공청회의 목적은 시의원을 선출할 때 단일 선거구제(At-Large Election)에서 지역 선거구제(District-Based
Election)로 바꾸는 것과 관련하여 언제 이러한 제도로 바꿀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과 조건들을 1 인 선거구
지도를 그리는데 적용할 것인지, 선거구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의원 선거와 관련된 다른
쟁점들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발표하는데 있습니다.
2018 년 5 월 29 일 화요일 - 오후 6:00 시
2018 년 6 월 4 일 월요일 - 오후 6:00 시
이 공청회의 목적은 2020 년 11 월에 있을 지방 총선거를 시작으로 시의회 선거 구역들을 정하는데 있어 그
경계선들과 지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습니다. 시의회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역
지도들에 대하여 토론하고, 고려하고,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시의회는 선거구 경계선 수정, 선거들의 순서
정하기, 시조례 설명 및 도입, 그리고 시의회 선거구 편성과 관련된 기타 다른 행동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2018 년 6 월 18 일 월요일 - 오후 5:00 시
2018 년 7 월 9 일 월요일 - 오후 6:00 시
2018 년 7 월 16 일 월요일 - 오후 6:00 시
누구든지 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위에 설명한 제안에 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과 관련된
조치에 법적 공방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이 통지서에서 고지한 공청회에서 오직 귀하나 다른 사람이 제기한
쟁점들에 한해서만 하거나, 또는, 공청회 중에 또는 공청회 전에 서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고자 하는
서면 의견이 있으며 공청회 시작할 때 또는 그 전에 아래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Los Alamitos City Clerk’s
Office, 3191 Katella Avenue, Los Alamitos, California 90720.
더 자세한 정보는 시정부 웹사이트 www.cityoflosalamitos.org 를 방문하시거나 시 서기관 윈드메라
퀸타나(Windmera

Quintanar,)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562)

431-3538

내선

220

또는

wquintanar@cityoflosalamitos.org 로 하십시오. 서면과 구두 진술 모두 환영합니다.
미국 장애인법에 준수하여, 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편의 제공이 필요하시면 시 서기실로 연락하십시오. 전화
(562) 431-3538, 내선 220 공청회가 있는 날 정오까지 통지를 하시면 시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