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ool Board Meeting Decorum and Expectations Flyer – Korean Current November 17, 2021 

 

 

 

 

 

 

 

 

 
 

 

   교육위원회가 공공장소에서 교육구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인 - 귀넷 카운티 교육 위원회 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육위원회 월례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되지만, 대중과의 회의는 아닙니다. 일반에게 공개되는 본 회의에서의 청중의 의견 청취는 교육 

위원회 측에서 시민들의 발언을 위해 지정한 시간에 발언하도록 신청한 30분에 한정합니다. 미팅에 참석할 수 없거나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없는 분은 해당 교육위원께 또는 다음 이메일 주소로 의견이나 우려 사항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myschoolboard@gcpsk12.org. 

   귀넷 카운티 교육구는 귀넷 카운티 교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분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서는 추가의 안전 및 보안 조치를 계속 고려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객 행동 

수칙에 대한 명확한 소통, 회의 지원 학교 청원 경찰 인원의 증가, 방문객 환영과 회의실 모니터링을 위한 직원 충원, 회의실 입장 시 

비디오 모니터링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회의 참석자는 회의실 입장 전 금속 탐지기와 보안 검사를 통과합니다. 회의 참석자는 보안 

체크인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위해 일찍 도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회의 참석자에게 기대되는 행동 및 예의 수칙 및 회의 진행 방해 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Instructional Support Center와 교육 위원회 회의실을 포함해, GCPS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적합한 마스크 또는 안면 

가리개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을 요구할 것입니다. 숨 내쉼용 밸브나 통풍구가 있는 마스크와 망사 직물로 된 마스크는 

바이러스 입자의 배출과 확산 우려로 인해 CDC에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마스크는 GCPS의 마스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 미팅이 시작되기 전 방문자는 휴대폰이나 통신기기를 묵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 방문자와 발언자는 표지판과 포스터를 건물 안으로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 교육 위원회 미팅 참석 신청을 하신 30분의 발언자만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Policy BCBI). 

• 발언자와 다른 참석자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시민답고 정중하게 타인을 대하셔야 합니다. 

• 참석자는 공손히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 말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음으로써 교육위원회 위원과 모든 발언자에 

대해서도 예의를 지키셔야 합니다. 

• 교육위원회의 정식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소란을 피울 경우, 교육위원회 의장, 교육감 또는 교육감 지명자가 방해 행동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 그러한 요청에 따르지 않고 방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교육위원회 의장, 교육감 또는 교육감 지명자의 지도 아래 경찰 

또는 경비원이 회의실에서 해당 참석자를 퇴장시킬 것입니다. 방해 행위로 인해 퇴장된 사람은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교육위원회 미팅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발언 요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https://www.gcpsk12.org/Page/23786)  다음 달 발언자에 관한 월례 교육위원회 미팅이 끝난 후 금요일 오전 9시에 

요청서를 개봉합니다.  각 월례 미팅에서 최대 30분이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 신청자가 다 찼거나 미팅에 참석할 

수 없으시면 의견 및/또는 우려 사항을 myschoolboard@gcpsk12.org로 보내십시오. 

 

교육위원회 미팅 참석자에게 기대되는 행동 및 예의에 관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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