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력 사용에 대한 의회 

서약 검토  
 

지역사회 경청 세션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 

지역사회 경청 세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의 참여는 진행 중인 인종 및 사회 정의에 대한 대국민토론에 부응하여 경찰의 무력 정책 

사용을 검토하는 시의회 서약의 핵심입니다.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시는 외부 검토 업체인 OIR 

(Office of Independent Review Group)을 고용하였고, 이 업체는 정책 분석과 경청포럼뿐만 

아니라 시의 무력 정책 사용에 관한 권고 사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세션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나요? 

각각의 세션에서 지역사회 참가자들은 그들의 경험과 시의 무력 정책 사용에 대해서 바라는 점을 

공유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세션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자유 토론으로 진행되며 몇 가지의 

여론조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세션은 OIR 담당자에 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경청 세션 및 다른 참여 수단을 통해 수렴한 

피드백은 OIR이 권고 사항을 결정하고 준비하며 시의회로 제출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벨뷰는 세 개의 온라인 지역사회 경청 세션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여기에서): 

•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05:30~오후 7:00 

•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1:30~오후 01:00 

•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1:30~오후 01:00 

경청 세션은 벨뷰 TV의 채널 21, BTV 유튜브 채널  및  BTV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중계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은 벨뷰와 연대하기 사이트를 통해 설문을 완료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Council-pledge@bellevuewa.gov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료는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https://bellevuewa.gov/city-government/city-council/council-pledge
https://www.oirgroup.com/
https://www.eventbrite.com/e/bellevue-city-council-public-listening-forums-registration-123544323397
https://www.youtube.com/user/BellevueWashington
https://bellevue.vod.castus.tv/vod/?live=ch2&nav=live
https://www.engagingbellevue.com/
council-pledge@bellevuewa.gov%20로%20메일%20보내기


 

 

온라인 경청 세션의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경청 세션에 참여하려면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면 추가 정보와 행사 

참여 방법이 회의에 앞서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가상 세션이 줌(Zoom)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줌(Zoom) 사용 안내: 

1. 개인 컴퓨터로 회의에 참여하려면 등록 이메일에 제공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복사 및 

붙여넣기를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합니다. 

2. 컴퓨터 화면에 옵션 상자가 나타나면 ‘Open Zoom’을 클릭합니다. 

3. 이름을 묻는 상자가 나타납니다. 본인의 이름과 성의 이니셜을 입력한 후 다음으로 ‘Join 

Meeting’을 선택합니다. 주의: 일단 회의가 시작되면 표시되는 이름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4. 화상으로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상자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5. 전화로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상자가 나타납니다. 컴퓨터의 오디오 옵션이 참가자 

컴퓨터의 스피커와 마이크로폰을 사용합니다.  

6.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회의에 참여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7. 전화로만 참여할 경우 등록 후에 제공되었던 링크에 전화번호와 회의 I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회의 ID를 입력합니다. 

8. 전화로 참여할 경우 회의 시 전화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안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줌(Zoom) 회의에 참여할 때 카메라가 필요한가요? 제 사진이나 이름 전체를 공개해야 하나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때는 영상 혹은 사진의 사용이 장려되지만 이번 경청 세션에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귀하의 이름과 성의 이니셜 입력이 요청되었고 이로써 지금 누가 발언을 하고 있는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화로 참여할 때 전화번호가 표시되나요? 

전화로 참여한 참석자 전화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는 자동으로 가려집니다.  

행사 시의 대화가 생산적이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진행이 이루어지나요?  

이 행사는 지역사회의 대화를 위해 정중하고 존경을 표하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참가자의 살아있는 경험과 의견을 존중하도록 모든 참가자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험과 의견은 저희에게 소중합니다. 하지만 행사 진행자와 후원자의 음란한 행동, 명예 

훼손, 위협, 스팸 메일, 위법한 활동 또는 차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어긴 사람은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나요? 

https://www.eventbrite.com/e/bellevue-city-council-public-listening-forums-registration-123544323397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자막 방송 서비스가 온라인 경청 세션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대체 

형식, 통역사 또는 합당한 편의 수단 요청에 대해서는 적어도 48시간 전에 미리 (425)-452-

7886(음성)로 전화하거나 ygarcia@bellevuewa.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시청 직원 또는 시의회에서 회의에 참여하나요? 

시청 직원이 통화 관련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진행과 의견은 OIR 그룹의 

담당자에 의해 처리될 것입니다.  

린 로빈슨 시장은 회의 초반에 의견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다른 참석 의회 회원들은 오직 경청만 

할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의회의 참여는 차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청 세션은 오직 

지역사회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특별히 계획되었습니다. 

경청 세션 후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OIR이 이미 벨뷰 경찰의 무력 정책 사용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였고 경청 세션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는 동안 분석이 계속 진행됩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에는 OIR이 

연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garcia@bellevuewa.gov로%20메일%20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