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회의 수정 절차  

 

교육위원회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전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2020 년 3 월 

17 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발행한 행정 명령 N-29-20 에 의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지될 때까지 일반에게 비공개될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교육위원회 모임의 의제는 

정기회의에는 72 시간 이내 또는 특별 모임에는 24 시간 이내에 온라인 www.gusd.net/boardmeeting 및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행정 사무실에 게시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을 시청하는 방법 

 

모든 교육위원회 모임들은 실시간으로 녹화합니다. Charter Spectrum TV  또는 AT&T U-verse 를 구독하는 글렌데일 

주민들은 채널 15 (Spectrum) 또는 채널 99 (U-verse)로 조정하여 텔레비전에서 모임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접속하는 누구든지 http://spectrumstream.com/streaming/gusd/live.cfm 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소통을 위한 지침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모임에 대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원격 회의를 통해 공공 소통을 수용할 것입니다. 귀하가 다가오는 모임에서 공공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아래 지침을 따르십시오: 

 

1. 모임 당일 오후 4 시(공청회  시작 30 분 전)에 일반인을 위해 www.gusd.net/communication 에 설문조사 

“sign up(서명)” 이 게시될 것이다.  

2. 발표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고 특별 의제 항목/제목 또는 의제 의외의 항목에 대해 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3. 발표자들은 Zoom 초대 링크: https://glendaleusd.zoom.us/j/604976091 를 통해 교육위원회 화상 모임에 

참석하도록 요청받는다. 발표자 서명 설문조사를 완료한 사람들만 줌 모임 참석이 허락된다. 

4. 발표자가 교육위원회에서 연설할 때가 되면, 그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줌 계정의 마이크가 활성화될 것이다. 

발표자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기 위해선 그들의 이름을 호명될 때 줌 모임에 있어야만 한다.  

5. 발표자들은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줌 프로파일의 이름을 실명으로 변경해야 한다.  

6. 발표자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연설하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도록 요청받는다.  

7. 발표자가 공공 의견을 완료한 후 또는 5 분의 발표자 시간제한에 도달하는 경우, 발표자의 줌 프로파일의 

마이크가 음소거된다.  

8. 발표자 서명 설문조사 및 줌 원격 회의 링크는 회의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부분 다음에 종료될 것이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장애가 있는 개인 또는 공공 통신 중에 교육위원회의 연설에 통역이 필요한 개인을 위해 

적절한 사전 통고와 함께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편의 요청을 위해 모임 시작 최소 24 시간 전에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홍보부서 (818) 241-3111 x1218 또는 publicinfo@gusd.net 으로 문의하십시오.  

http://www.gusd.net/boardmeeting
http://spectrumstream.com/streaming/gusd/live.cfm
http://www.gusd.net/communication
https://glendaleusd.zoom.us/j/604976091?pwd=VllxSkVZKy9iL0ZwZjVra1Jtd0Fqdz09
mailto:publicinfo@gusd.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