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은 년 월 일

오전 시 병원과 간의 제휴 계획을 주제로

하는 화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기에 대응하여 주지사는 행정 명령 을 통해

현재 가 비상 사태에 있음을 선포하였고 연방 중요 인프라 부문의

연속적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게 집이나 거주지 내에 머물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행정 명령 및 을 발표하여 법무장관이 원격 회의

시스템을 통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원격 회의를 통해

시민들은 비록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이러한 공청회에 참석하고 공개

논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들은 전화 및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공청회의 내용을 단순히 듣기만 할 수도 있고 또한 아래에 제시된

수단을 통해 공청회를 시청하고 타인의 의견을 듣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본 공청회 통지서는 법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며 화상

회의를 활용한 공청회 참여 지침 링크 또한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 중 모든 참석자들은 사회자에 의해 음소거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동

조작을 통해 음소거나 음소거 해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

공청회 참여 지침

웹 브라우저 또는 앱을 통한 컴퓨터 접속

원활한 회의를 보장하기 위해 에서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앱을 통해 회의 참석자는 회의를 시청하고 타인의 의견을 듣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참석자는 채팅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고

다음 링크에서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https://oag.ca.gov/charities/nonprofithosp
https://www.bluejeans.com/downloads#events
https://primetime.bluejeans.com/a2m/live-event/trhqcctx


구두로 의견을 제시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라이브 인터랙트를 요청하십시오

 화면 우측의 손 올리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사회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속하기 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대기열로 이동됩니다

사회자가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회자

측에서 여러분의 마이크를 켤 것입니다 의견을 말하려면 마이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바일 기기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가 있는 경우 참석자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회의를 시청하고 타인의 의견을 듣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다음 링크로 접속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을

이용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참석자는 공청회를 시청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는 채팅

창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참석자는 의견 청취만 가능하며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주십시오

앱이 없는 경우 앱을 다운로드 해주십시오

다음 이벤트 를 입력해주십시오

전화

전화를 이용하면 공청회 내용을 청취할 수는 있지만 공청회를 시청하거나 의견

제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번호 중 하나로 전화해주십시오



차 번호

지원

고객 서비스 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석자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지원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공청회의 목적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병원과 의 제휴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이러한 계획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법무장관실에 서면으로

제시하실 수 있으며 저희는 이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제출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로 전송

번으로 팩스 전송 또는

로 사본 부

우편 발송 서면 의견 접수 기한은 년 월 일 오후 시입니다

 

https://support.bluejeans.com/
수신:Anita.Velasco@doj.c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