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시기 동안 시의회 미팅
접속 및 공공 의견 제의:
대중의 일원은 다음과 같이 대면 대신 City Clerk Webform 을 경유하여 전화 또는
줌(Zoom)으로 미팅에 참석하거나 우편(U.S. Mail)을 통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 미팅 중 공공 의견 제의
시의회 미팅 중 공공 의견 사항을 제의하려면 미팅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귀하의
컴퓨터, 랩톱(노트북),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으로 줌 웨비나(Webinar, 웹세미나)
미팅에 온라인으로 접속하거나 핸드폰 또는 유선전화로 연결해야 합니다.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웨비나 미팅 참여 링크:
https://sandiego.zoomgov.com/j/1608377897

아이폰 원탭(iPhone one-tap)으로 참여:
US: +16692545252,,1608377897#
전화로 참여:
전화번호 1-669-254-5252 로 연결하여 지시 메시지가 나오면 웨비나 ID 번호(160
8377897#)를 입력합니다.
특정 안건에 대해 또는 의제 비포함 안건의 공공 의견 제의 시 발언하는 방법:
귀하가 의견을 제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사무장이 소개할 때(또는 의제 비포함 안건의
공공 의견 제의 순서임을 알릴 때), 귀하의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에 있는 “Raise
your Hand(손들기)” 버튼을 누르거나 전화기에 *9 를 눌러서 귀하의 손을 듭니다.
귀하가 손을 든 순서대로 발언 차례가 옵니다. 특정 안건당 한 번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이 귀하의 발언 차례임을 알릴 때, 귀하의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음소거 해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전화기의 *6 을 누릅니다.
의제 안건에 대한 의견, 의제 비포함 공공 의견, 비공개 세션에서의 공공 의견
사항은 웹양식(webform) 을 사용하여 어떤 종류의 의견 사항인지 그리고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 번호(해당 경우)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미팅에
대해 오후 12 시까지 접수된 의견 사항과 화요일 미팅에 대해 오전 8 시까지 접수된
의견 사항은 시의회에 배부되고 미팅 자료와 함께 온라인 게시됩니다. 웹양식 의견
사항에는 500 자의 단어 수 제한이 있지만 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상기 마감 시간
이후에 그러나 안건 소개 전에 접수되는 의견 사항은 관련 안건에 대한 서면 기록으로
제출됩니다.
서면 자료. 서면 자료를 웹양식에 첨부하지 않고 우편(U.S. Mail)으로 다음의 연락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City Clerk, 주소 202 C Street, MS2A San Diego, CA 92101.
우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시의회에 배부되려면 반드시 미팅 일자 영업일 전날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미팅 당일에 접수되는 의견 사항은 관련 안건에 대한 서면 기록에
제출됩니다.
대중은 미팅을 대중매체 텔레비전 방송(샌디에고 시 내만 해당)으로 City TV 채널 24 (Cox
Communications / Spectrum) 또는 채널 99(AT&T U-verse)에서 시청하거나 미팅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외부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