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 회의 공지 

Prime Healthcare Services, Inc.에게 St. Francis Medical Center 매각 제안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PDT)에 제안된 Prime 

Healthcare Services, Inc.에게 St. Francis Medical Center 매각 건에 대한 전화 회의를 통해 

공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OVID-19의 위협에 대응하여, Newsom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에 비상사태가 있음을 

선언하는 행정 명령 N-33-20을 발표하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게 연방 

중요 인프라 부문의 운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이나 

거주지에 머무르도록 명령했습니다.   Newsom 주지사는 또한 행정 명령 N-25-20 및 N-29-

20을 발표하여 일반인이 회의를 참관하고 공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물리적 위치를 

제공하지 않는 전화 회의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공개 회의를 열도록 승인했습니다. 

공개 회의는 전화 및 전자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원은 공개 회의를 

청취하거나, 대신 아래에 설명된 방법을 사용하여 참관, 청취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 공개 회의 공지는 법무부 장관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 BlueJeans 화상 회의에서 공개 

회의에 참석하는 방법에 대한 링크와 지침과 함께 제공됩니다. 
https://oag.ca.gov/charities/nonprofithosp. 

회의 중에는 모든 참석자는 진행자에 의해 묵음 처리됩니다. 회선을 수동으로 묵음 

처리하거나 묵음 처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공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지침 

컴퓨터를 통한 Google Chrome 웹 브라우저 또는 BlueJeans Events 앱 

최상의 사용자 환경을 위해 BlueJeans는 Google Chrome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BlueJeans Events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석자가 공개 회의에서 참관하고,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는 채팅을 통해 의견을 내거나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구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https://primetime.bluejeans.com/a2m/live-event/fffjytvf 

구두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간 상호 작용을 요청하십시오.  

(1) 화면 오른쪽에 있는 손 들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진행자의 승인에 따라 계속을 선택하십시오. 

https://oag.ca.gov/charities/nonprofithosp
https://www.bluejeans.com/downloads#events
https://primetime.bluejeans.com/a2m/live-event/fffjytvf


(3) 그러면 대기열로 이동됩니다.  

진행자가 귀하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초대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진행자가 

마이크 음소거를 해제할 것입니다. 의견을 말하려면 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휴대 기기 

휴대전화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면 참석자가 BlueJeans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경우 공개 회의에서 참관, 청취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가입하려면 다음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참석자가 BlueJeans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야 하며 그러면 공개 회의를 참관하고 

공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는 대화 창이나 말하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가 BlueJeans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청취는 가능하지만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a) 다음 링크를 엽니다.  https://primetime.bluejeans.com/a2m/live-event/fffjytvf 

b) 아직 앱이 없다면 다운로드받으십시오.  

c) 이벤트 ID: fffjytvf를 입력합니다. 

전화 
 

전화를 사용하면 참석자는 공개 회의를 청취할 수 있지만 참관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번호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a) +1 (415) 466-7000 (US) 

PIN을 입력하십시오. 1270051 뒤에 # 

 
b) +1 (760) 699-0393 (US) 
PIN을 입력하십시오. 2198758648 뒤에 # 

 

BlueJeans 지원 
 

BlueJeans의 고객 서비스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08) 791-2830 

참석자는 https://support.bluejeans.com에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 회의의 목적 

https://primetime.bluejeans.com/a2m/live-event/fffjytvf
https://support.bluejeans.com/


공개 회의의 목적은 해당 병원의 매각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이 고용한 컨설턴트가 작성한 의료 서비스 영향 진술서(Health Care Impact 

Statements)를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공개 회의에 앞서,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 웹사이트 

http://www.oag.ca.gov/charities/nonprofithosp에서 의료 서비스 영향 진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scott.chan@doj.ca.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415) 415-510-3430번으로 팩스를 

보내거나 법무부 차관 Scott Chan에게 455 Golden Gate Avenue, Suite 11000, San 

Francisco, CA 94102로 서신을 보내 제안된 거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견 제시가 권장됩니다. 서면 의견 접수 기한은 2020년 6월 2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고지 사항에 대한 위의 설명은 다른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캄보디아어, 중국어(광둥어), 중국어(만다린), 영어, 페르시아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및 베트남어. 
 
 
 
 
  
  
  

http://www.oag.ca.gov/charities/nonprofitho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