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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또는 지도를 이메일해주십시오:

자주 나오는 질문들
 지구 재설정이 무엇이며 왜 중요합니까?
매 10년마다, 로스 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LAUSD) 지구 경계가 인구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 정해집니다. 지구 재설정
위원회에서는 로스 앤젤레스 통합 교육구의 교육 위원을 위해서 지구 경계를 정하는 지구 재설정 계획안 채택에 대해 시 의회에
추천을 합니다. 지구들이 어떻게, 어디에 설정되는가 하는 것은 커뮤니티가 선택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커뮤니티의 능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들이 정치적 대변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들의 인구는 가능한 한 동등하게 만들어야
하며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왜 일반 대중으로부터 듣고 싶습니까?
귀하의 커뮤니티에 대해 발언하시는 것은 귀하의 커뮤니티를 하나로 유지하고, 유사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접해있는
커뮤니티와 한 그룹이 되도록, 지구 경계선이 재설정되는 것을 보장하는데 중요합니다. 이것은 귀하 자녀의 학교의 품질에 대한
결정, 또는 귀하의 세금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해서, 귀하의 선출된 지도자들이 귀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해관계 커뮤니티”란 무엇입니까?
이해관계 커뮤니티 (COI) 란 공통된 사회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지리적으로 연결된 인구입니다. 그런 공유하는
이해관계의 예는:
시내, 교외, 산업, 또는 농업과 같은 지역에서 공통되는 이해관계; 또한 강, 산, 해안, 내륙, 분수계, 등과 같은 지리적인
지역에서 공통되는 이해관계.
사람들이 유사한 생활 수준을 공유하시거나, 같은 교통 시설을 이용하시거나, 비슷한 일의 기회를 갖거나, 또는 선거
절차에 관계되는 같은 의사소통의 매채에 대한 접근을 할수 있고; 공유하는 목표도 있는 지역에서 공통되는 이해관계.

 일반 대중은 경계선이 어디에 재설정될 것인지 볼 수 있습니까?
예, 모든 위원회 회의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며 녹화됩니다 (가능하면). 속기록과 보존된 비디오와 이것들은, 지구 재설정 절차에
있어서 유례없는 공공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2 월에 지구 재설정 위원회의 웹사이트에 제안된 지구들의 초안 지도를 올릴

것입니다.

 일반 대중의 발언은 어떻게 해야하며 의견이 경계선 재설정에 어떻게 이용될 겁니까?
위원회 회의에서, 각 개인은 그들의 커뮤니티에 대해 예기할 시간이 2 분 까지만 주어집니다. 위원회가 각 이해관계 커뮤니티를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래에 목록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반영하시는 것을 고려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인구 통계
자료와 함께, 공적으로 제공된 의견은 위원회가 지구 경계선을 설정하기 시작할 때 위원회가 사용할 것입니다. 일반 대중 발언의
초점은 그들의 동네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일반 대중의 지역사회 이해관계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우편번호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커뮤니티는 무슨 도로/경계로 구분됩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
귀하의 커뮤니티의 주요 지리적인 경계/ 사물 (고속도로, 공원, 호수, 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언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커뮤니티의 주요 인종/ 민족 집단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로스 앤젤레스 통합 교육구의 현재 지구 경계선에 대한 우려/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