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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 알림 및

의제에 나열된 모든

의제

항목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개 화상 회의 미팅
2020 년 12 월 7 일
오전 9 시 - 업무 완료 시까지

유의사항: 개빈 뉴섬 주지사의 2020 년 3 월 17 일 자 행정 명령 N-29-20 조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위치 및 공개 회의 장소는 규정되지 않습니다. 공개 참여는 아래와 같이 화상 회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요 공고문: 이미용 위원회는 웹엑스 이벤트(Webex Events)를 통해 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웹엑스 이벤트 회의에 참여하시려면 회의 당일, 이 웹 사이트에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dca-meetings.webex.com/dca-meetings/onstage/g.php?MTID=eb28499489a44d8c6c34c9d83c128273a

참여 지침: Microsoft Windows 기반 PC 에서 웹엑스를 사용하여 회의를 참관하거나 회의에
참여하시려면 여기에 첨부된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위원은 회의를 참관하거나 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름 또는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웹엑스 플랫폼에 로그인할 때 참가자에게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한 참가자는 회의 중재자가 공개 의견을
남기려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니셜 또는 다른 대체 이름과 같은 고유 식별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한 참가자는 다음의 샘플 형식과 같은 가상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XXXXX@mailinator.com.
공개 의견은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정황상 더 짧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는 한 2 분으로 제한됩니다.
일반인 위원은 다른 일반인 위원에게 의견을 제공하는 데 할당된 시간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대안으로서, 공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회의를 참관하고자 하는 일반인 위원은 (예상치 못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면) 다음 주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https://thedcapage.wordpress.com/webcasts/.

의제
의제의 모든 항목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제 항목의 시간 및 순서는 위원회 의장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베이글리-킨 공개 회의법(Bagley-Keene Open Meeting
Act)에 따라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공개 회의:
1. 개회선언/롤콜/정족수 설립 (Lisa Thong)
2. 위원회 의장의 개회사 (Lisa Thong)
3. 위원회 위원 비고 – 정보 제공만 해당
4. 2020 년 9 월 14 일 및 2020 년 11 월 19 일 위원회 회의록 논의 및 가능한 승인
5. 임원 보고서 (Kristy Underwood)
• 면허 통계
• 시험 통계
• 징계 검토 위원회 통계
• 집행 통계
• 예산 업데이트
• 지원 업데이트
• 실태 조사 결과
• 일몰 재심 업데이트
• 위원회 운영의 영향에 대한 코로나 19 업데이트
6. 2021 년 위원회 제안 날짜 및 장소
7. 입법 및 예산 위원회 업데이트
8. 입법 및 예산 위원회의 권장 사항, 지원: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7354~7361 에 대한 개정안, 모바일 유닛.
9. 수습생에 대한 규제 변경과 관련된 논의 및 가능한 조치,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타이틀 16, 섹션
913~926
10. 입법 업데이트:
제안된 법안에 대한 논의 및 가능한 조치:
• AB 2113 (Low) – 난민, 망명자, 특별 이민비자 소지자
• SB 878(Jones) – 라이센스 애플리케이션 처리 기간
• SB 1474(기업 위원회, 직업 및 경제 개발) – 일몰

11. 규칙제정 제안에 대한 논의 및 가능한 조치:
• 타이틀 16, CCR, 섹션 950.10(학점 또는 교육 이전)을 개정하기 위한 규칙제정 제안과
관련된 상황 업데이트
• 타이틀 16, CCR 섹션 961(지침 자료 - NIC 가이드)을 개정하기 위한 규칙제정 제안과
관련된 상황 업데이트
• 타이틀 16, CCR 섹션 962, 962.1 및 962.2(수습생)를 개정하기 위한 규칙제정 제안과
관련된 상황 업데이트
• 타이틀 16, CCR 섹션 965.2(개인 서비스 허가)에 추가하기 위한 규칙제정 제안과 관련된
상황 업데이트
• 타이틀 16, CCR 섹션 970 및 971(실질적인 관계 기준, 사면신청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규칙제정 제안과 관련된 상황 업데이트
• 타이틀 16, CCR 섹션 972(징계 지침)를 개정하기 위한 규칙제정 제안과 관련된 상황
업데이트
• 타이틀 16, CCR 섹션 974.1(징계 검토 위원회)을 개정하기 위한 규칙제정 제안과 관련된
상황 업데이트
12. 의제에 없는 항목에 대한 공개 의견
주의: 위원회는 이 공개 의견 섹션 중에 제기된 항목에 대해 논의하거나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단, 향후 회의 의제에 해당 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결정합니다(주법 섹션 11125,
1125.7(a)).
13. 향후 의제 항목에 대한 제안
14. 비공개회의:
주법 섹션 11126 에 따라 위원회는 비공개회의에서
임원의 성과 검토를 수행합니다.
공개 회의에서 재소집:
15. 휴회
주의: 예상치 못한 기술적 어려움이나 제한이 없다면, 이 회의는 웹캐스트 될 것입니다.
웹캐스트를 보시려면, https://thedcapage.wordpress.com/webcas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법 섹션 11125.7 은 위원회가 해당 항목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위원회가 논의 또는
고려하는 동안 일반인이 각 의제 항목을 다룰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반인 위원은 위원회 앞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위원회 의장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가용 시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위원회 앞에서
의제가 아닌 항목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단, 위원회는 동일한 회의 시점에 이러한 항목에
대해 논의하거나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주법 섹션 11125, 11125.7(a)).
이 회의는 웹엑스 이벤트를 통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회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장애 관련 편의 요청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람은
아래로 연락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916) 575-7121 또는 이메일 주소
marcene.melliza@dca.ca.gov 로 Marcene Melliza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거나, 사서함 944226,
Sacramento, CA 94244 주소로 이미용위원회에 서면 요청을 보내주십시오. 회의 시작 최소
5 일(영업일 기준) 전에 요청하시면 요청하신 편의 시설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TDD 번호: (916) 322-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