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지 공청회에 대한 규약 

 

 

제 1 지역(Region I) 공청회 – 9월 17일 화요일 오후 7 시 

 

공청회 등록이 9월 16일 월요일 오후 4시에 마감됩니다. 등록이 마감되면, 9월 16일 

오후 7시까지 최종 리스트가 작성되어 BoardDocs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만약 등록인이 110명을 초과할 경우, 오후 6시로 시간이 변경될 수 있고 초과에 대한 

일정이 잡힐 수도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제 2지역(Region II) 공청회 – 9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공청회 등록이 9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에 마감됩니다. 등록이 마감되면, 9월 23일 

오후 7시까지 최종 리스트가 작성되어 BoardDocs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만약 등록인이 110명을 초과할 경우, 오후 6시로 시간이 변경될 수 있고 초과에 대한 

일정이 잡힐 수도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제 3지역(Region III) 공청회 – 9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시간대가 다름을 주지하기 

바람) 

 

공청회 등록이 9월 25일 수요일 오후 4시에 마감됩니다. 등록이 마감되면, 9월 25일 

오후 7시까지 첫 110명의 등록인에 대해 최종 리스트가 작성되어 BoardDocs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등록인들은 110명의 그룹으로 묶어 초과에 대한 일정을 잡아 배정될 

예정입니다. 명단과 요일, 장소가 최종 확정되면 게시될 것입니다. 이사회 사무실은 

모든 자세한 사항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 3지역의 모든 공청회는 오후 6시에 시작됩니다.  

 

공청회 당일: 

 

등록인들은 자신의 서면 의견서 12부를 공청회로 가져오십시오.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회의 후에 BoardDocs에 게시될 것입니다.  서면 의견서는 

원하는만큼 길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시간은 3분으로 제한됨을 주지해 

주십시오. 이사회는 3분이라는 시간을 고수할 것이기에 등록인들은 제한 시간 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연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KOREAN 



발언 등록을 한 분들만 이사회실(Boardroom)에서 체크 인을 위해 보고해 주십시오. 그 

때 등록 번호를 받게 되며 같은 번호의 좌석이 이사회실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등록인들은 번호대로 호명되어 발언하게 됩니다.  발표 전에 등록인은 자신의 이름과 

다각형판에 써진 번호를 언급해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참석자들은 다음의 위성 중계 장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홈우드 센터의 식당(Homewood Cafeteria), 10914 Clarksville Pike, Ellicott City 

응용조사연구소(ARL) B-37호실, 10920 Clarksville Pike, Ellicott City 

 

발언하는 개인이나 그룹을 지지하기 위해 참석한 경우, 발언 중에 함께 서 있어도 

됩니다. 모든 지지자들의 숫자를 셀 것입니다. 한번만 서있으시기 바라며 모든 숫자는 

이사회에 보고될 것입니다. 

 

공청회 관람자들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어느 곳이든 8-1/2 x 11 크기의 푯말만 

허용됩니다.  이사회에서는 또한 이사회실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개개인의 이야기가 잘 

들리도록 그리고 회의가 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누군가의 발언시 박수를 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견 발표는 정책 1000 예의바른 태도 에 맞게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