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2021년 4월 22일 오후 1시(태평양 여름 시간) 원격 회의로
‘프라임 헬스케어 재단’(Prime Healthcare Foundation, Inc.)의 ‘이스트 밸리 글렌도라
병원’(East Valley Glendora Hospital, LLC)(상호: 글렌도라 오크스 정신 건강 병원,
Glendora Oaks Behavioral Health Hospital)을 CHLB, LLC에 매각하는 제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COVID-19 위협에 대응하여, 뉴섬(Newsom)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N-33-20호를 공포하여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들은
연방 중요 기반 시설의 지속적 운영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 또는
거주지에 머물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또한 행정명령 제N-25-20호와 N-2920호를 공포하여 대중이 회의를 참관하고 공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물리적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법무장관이 원격 회의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인가하였습니다.
공청회는 전화 및 온라인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될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공청회를 청취
또는 참관할 수 있으며 아래 기술한 방법으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본 공청회 공지는 법무장관 웹사이트에 링크 및 BlueJeans(블루진스) 화상회의를 통한
공청회 참여 방법에 관한 안내와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s://oag.ca.gov/charities/nonprofithosp.
공청회 중, 모든 참여자는 진행자에 의해 무음으로 설정됩니다. 참여자가 수동으로
소리를 끄거나 켤 수 없습니다.
공청회 참여 방법 안내
컴퓨터 구글 크롬(Google Chrome) 웹 브라우저 또는 블루진스 이벤트 앱
최적의 이용자 환경을 위해, 블루진스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블루진스
이벤트 앱(https://apps.apple.com/us/app/bluejeans-video-conferencing/id560788314)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도록 권장합니다.

이 방법으로 참여자는 공청회를 참관 및 청취하고 공청회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채팅을 통해 의견을 내거나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음성으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https://primetime.bluejeans.com/a2m/live-event/bwgywjck
음성 의견을 내려면 다음과 같이 실시간 참여를 요청합니다.
1. 화면 우측에 있는 거수(Raise Hand)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진행자가 승인 시, 계속(Continue)을 선택합니다.
3. 그러면 대기 코너로 옮겨집니다.
진행자가 의견을 내도록 호명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발언 차례가 되면 진행자가
여러분의 마이크 소리를 켜줄 것입니다. 발언을 하려면 반드시 마이크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휴대기기
휴대폰 또는 태블릿 등 휴대기기에 블루진스 앱을 다운로드 하면, 휴대기기를 통해
공청회를 참관 및 청취하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
휴대기기를 사용하여 참여하려면 아래 링크를 사용하세요.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참여자가 블루진스 앱을 다운로드 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공청회에 참관 및 발언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채팅 윈도우 또는 음성으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블루진스
앱을 다운로드 하지 않는 경우, 참여자는 청취만 할 수 있고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a) 다음 링크를 엽니다: https://primetime.bluejeans.com/a2m/live-event/bwgywjck
b) 아직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c) 이벤트 ID를 입력합니다: bwgywjck

전화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참여자가 공청회를 청취할 수만 있고 참관 또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하나의 번호로 전화하여 참여자 PIN 넘버 입력 후 #를 눌러 확인합니다.
+1 (415) 466-7000 (US)
PIN: 5245957 #
또는
+1 (760) 699-0393 (US)
PIN: 2983346016 #
블루진스 참여자 지원
블루진스 고객 서비스 번호: +1 (408) 791-2830
참여자 지원 페이지: https://support.bluejeans.com
공청회 목적
본 공청회의 목적은 프라임 헬스케어 재단의 이스트 밸리 글렌도라 병원 LLC(상호:
글렌도라 오크스 정신 건강 병원)을 CHLB, LLC에 매각하는 제의 건에 관하여 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거래 제안 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에 이메일
Lily.Weaver@doj.ca.gov로 서면 제출하거나 Lily Weaver, Deputy Attorney General, at 1300 I
Street, Sacramento, CA 95814로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의견 접수 기한은
2021년 4월 22일 오후 5:00 PDT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