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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9, 2021

TO: President Eli Lipmen, Members of the Board of Neighborhood Commissioners

FROM: Raquel Beltrán, General Manager

SUBJECT: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de of Conduct Policy

2021년 7월 19일

받는 사람: 엘리 립멘 의장, 주민의회 의원단 소속 구성원

보낸 사람:라켈 벨트란 총괄 부장

안건:행동 강령 정책에 대한 수정안

BACKGROUND:

Over the years, the Board of Neighborhood Commissioners became aware of a rise in relationship and
board dynamic challenges involving Neighborhood Council board members and stakeholders.
Particularly alarming were challenges reaching acute levels of concern. Increasingly, board member
and stakeholder public testimony at Commission meetings, requested action be taken to provide
Neighborhood Councils with policies and implementing rules that would make it possible resolve
these challenges. In 2018-2019, the Board of Neighborhood Commissioners initiated a process to
review policies related to board conduct, engagement, and leadership development. The policies
selected were adopted or revised between 2016 – 2019. They included the Leadership Orientation
(2020-01), Censure (2020-03), Removal (2020-04), and the Code of Conduct (2014-2(2)) policies.

배경:
수년에 걸쳐 주민의회 의원단은 주민의회 의원과 이해관계자를 둘러싼 관계 및 의원 사이의
갈등의 심화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발생 상황의 심각성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주민의회 위원과 이해관계자의 공개 증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시행
규칙을 주민의회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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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2018-2019년에 주민의회 의원단은 의원의 행동, 참여 및 리더십 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선택된 정책은 2016~2019년 사이에 채택 또는
수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리더십 오리엔테이션(2020-01), 견책(2020-03), 해임(2020-04) 및
행동 강령(2014-2(2))이 포함되었습니다.

Through a town hall engagement review process, the Commission started with the Censure and
Removal policies. These two policies were revised in March and April 2020 respectively. A new
Leadership Orientation Policy was adopted in February 2020.

시민 참여 검토 절차(Town Hall Engagement Review Process)를 통해 의원단은 견책 및 해임
정책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정책은 각각 2020년 3월과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2월에
새로운 리더십 오리엔테이션 정책이 채택되었습니다.

On March 3, 2020, the Board of Neighborhood Commissioners adopted a motion calling for
amendments to the Commission’s Code of Conduct Policy. The action was deemed necessary to
provide additional language and updates to the Commission’s Code of Conduct Policy. Two members
of the Commission were appointed to an Ad Hoc Committee to work with the Department to prepare
draft amendments to the Policy. They include Commissioners Len Shaffer and Quyen Vo-Ramirez.

2020년 3월 3일, 주민의회 의원단은 의원단의 행동 강령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조치는 위원회의 행동 강령 정책에 대한 추가 내용 및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의원단 소속 2명의 위원은 정책 수정안 초안 준비를 위한
부서와의 협력을 위해 임시 위원회에 임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렌 섀퍼 의원과 큐옌
보-라미레즈 의원이 포함됩니다.

SUMMARY:

In partnership with the Commission’s Ad Hoc Committee, the Department led a Neighborhood
Council Code of Conduct Work Group of City Department leaders with neighborhood council
experience. They set out to review current policy, implementing procedures and processes, and current
and anticipated City policies. The Work Group members included representatives of the Personnel
Department’s Division, the City Attorney’s Labor Relations and Neighborhood Council Advice
Divisions, and EmpowerLA’s Leadership Team. Additionally, the Work Group included
representatives of the City of Los Angeles Civil, Human Rights, and Equity Department (LA Civil
Rights). EmpowerLA is grateful to these seasoned professionals for their dedication to this project.

요약:

의원단의 임시 위원회와 협력하여 저희 부서는 주민의회 경력이 있는 시 부서 지도자들로
구성된 주민의회 행동 강령 담당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정책, 구현 절차 및 절차,
현재 및 예상되는 시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그룹 구성원에는 인사
부서(Personnel Department)의 대표, 시 검사(City Attorney)의 노동 관계 및 주민의회 자문
부서(Labor Relations and Neighborhood Council Advice) 및 엠파워엘에이의 지도자 팀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담당 그룹에는 로스앤젤레스시 시민, 인권 및 형평국(LA 시민 권리)의
대표가 포함되었습니다. 엠파워엘에이는 이 프로젝트에 헌신한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The Work Group began meeting in October 2020 on an accelerated schedule. They met twice a month
to review the Code of Conduct Policy’s history, the City of Los Angeles Draft Workplace Equity
Policy, and the numerous authorities representing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Neighborhood

평등한 고용 기회 - 적극 동참 고용주



행동 강령 정책 수정안 초안
7/19/2021

Page 3 of 12

Council System. The Work Group presents these proposed amendments as reasonable considerations
necessary to address the escalating incidents of acts that do not comport with the City of Los
Angeles’s expectations for representatives of City employees, advisory bodies, commissions, and
volunteers. The draft amendments advance the mission, desired characteristics, and foundational
mandates of the Neighborhood Council System.

담당 그룹은 속성 일정으로 2020년 10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두 번 만나
행동 강령 정책의 역사,로스앤젤레스시 직장 내 형평성 정책 초안(City of Los Angeles Draft
Workplace Equity  Policy), 그리고 주민의회 체제의 규제 프레임워크를수많은 당국을
검토했습니다. 담당 그룹은 이러한 제안된 수정 사항을 점점 증가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시
소속 공무원, 자문 기관, 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대표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고려 사항으로 제시합니다. 수정안 초안은 주민의회 체제의
사명, 요구되는 특성 및 기본 권한을 향상시킵니다.

FISCAL IMPACT: Staff time required to oversee and manage the administration of the Code of
Conduct and related proceedings.

재정적 영향:행동 강령 및 관련 절차의 관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직원의 시간.

REQUESTED ACTION:
The Ad Hoc Committee and Department of Neighborhood Empowerment respectfully request the
Commission:

요구 조치:
임시 위원회와 주민 참여 강화부는 의원단에 다음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1. Approve the attached DRAFT amendments to the Code of Conduct Policy adopted in 2018
solely to circulate to the Neighborhood Council System for education, discussion, and
comment.

1. 주민의회 체제 안에서의 교육, 토론 및 논평을 위하여 2018년에 채택된 행동 강령
정책에 대한 첨부된 수정안 초안에 대한 승인.

2. Approve the Department’s Neighborhood Council and City Department review schedule:
a. Include the DRAFT Code of Conduct Policy Amendments on the Commission’s  agenda

once per month until the conclusion of the review schedule.
b. Maintain a report on comments and community impact statements filed on the DRAFT

Code of Conduct Policy Amendments on the Commission’s webpage.
c. Administer a minimum of four workshops (two weekday evenings and two weekends)

to introduce the DRAFT Code of Conduct Policy Amendments and to respond to
questions. Weekday workshops will be held on a Monday - Thursday evening when
Neighborhood Councils are not having regular board meetings.

d. After the review period, the Department will summarize the most commonly asked
questions and comments.

e. At the conclusion of the review period, the Department will prepare a summary of the
most commonly asked questions and comments.

2.부서의 주민의회 및 시 부서에 대한 검토 일정 승인:
a. 검토 일정이 끝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 의원단 의제에 행동 강령 정책 수정안
초안을 포함할 것.
b. 의원단 웹페이지의 행동 강령 정책 수정안 초안에 제출된 의견 및 커뮤니티 공식
입장문(Community Impact Statement)에 대한 보고서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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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최소 4회의 워크숍(주중 저녁 2회, 주말 2회)을 실시하여 행동 강령 정책 수정안
초안을 소개하고 질문에 답변할 것.주중 워크숍은 주민의회가 정기 회의를 하지 않는
월요일 - 목요일 저녁에 개최할 것.
d.검토 기간 후에 부서는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의견을 요약할 예정.
e.  검토 기간이 끝나면 부서는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의견에 대한 요약을 준비할 예정.

3. At the end of the review period, the Department’s report will include recommended
amendments to regulatory authorities that guide administration of the Neighborhood Council
Syste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Los Angeles Administrative Code (which incorporates
portions of the Plan for a Citywide System of Neighborhood Councils) and Commission
Policy(ies).

3. 검토 기간이 끝나면 (주민의회에 대한 시 전체 시스템 계획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행정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민의회 체제를 관리하는 규제
당국 및 의원단 정책(들)에 대한 권장 수정 사항이 포함된 부서 보고서가 작성된다.

4. As a courtesy, once revisions to the Code of Conduct Policy have been approved, the
Department will return to the Commission and present the procedure the Department will
follow to implement the new Code of Conduct Policy. The presentation shall include how the
Department proposes to:
a. Support Neighborhood Council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olicy to Committee Members,
b. Assist Neighborhood Councils with roster management, including that of Committee
Members in compliance with the policy,
c. Clarify the steps Neighborhood Council will be expected to take to address Code of
Conduct issues,
d. Provide resources to assist Neighborhood Councils in their efforts to manage board

dynamic challenges to avoid the necessity to suspend or remove Board and or Committee
Members,

e. Manage Neighborhood Council rosters and compliance notification.
4. 예의상, 행동 강령 정책에 대한 개정이 승인되면 부서는 의원단에게 부서가 새로운 행동
강령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제시한다. 발표 시, 부서가 다음을
제안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위원회 구성원에게 정책을 적용하여 주민의회을 지원한다.
b. 정책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의 명단 관리를 포함하여 주민의회의 명단 관리를 지원한다.
c. 주민의회가 행동 강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명확히 알린다.
d. 주민의회 의원 및/또는 위원회 구성원을 자격 정지 또는 해임을 피하기 위해 주민의회
갈등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의회를 지원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e. 주민의회 명부 및 규정 준수 알림을 관리한다.

5. Once revisions to the Code of Conduct have been approved and the implementing procedures
developed, the Department will hold workshops for Neighborhood Council Board and
stakeholder Committee members to review expectations.

5. 행동 강령에 대한 개정이 승인되고 구현 절차가 개발되면 부서는 각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기대치를 검토하기 위해 주민의회 및 이해관계자 위원회 구성원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PUBLIC COMMENT: Community Impact Statements and letters filed are available on the
Commission’s EmpowerLA webpage.

평등한 고용 기회 - 적극 동참 고용주



행동 강령 정책 수정안 초안
7/19/2021

Page 5 of 12

공개 의견:커뮤니티 공식 입장문 및 제출된 서신은 의원단의 엠파워엘에이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CLUSION: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Board of Neighborhood Commissioners Code of Conduct Policy are
consistent with the envisioned desired characteristics of the Neighborhood Council System and values
expressed in current Mayoral Executive Directives. These amendments provide clear guidelines of
expected behavior in the Neighborhood Council System.

결론:
주민의회 의원단 행동 강령 정책에 대해 제안된 수정안은 현재 시장의 행정 지침에 표현된
주민의회 체제 및 핵심 가치가 추구하는 특성과 일치합니다. 이 수정안은 주민의회 체제에서
예상되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recommendations include a well-defined process to involve Neighborhood Councils and their
stakeholders in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comment period. By advancing a transparent and
inclusive process, the Ad Hoc Committee and Department believes Neighborhood Councils will be
more likely to integrate the final version of the Code of Conduct Policy into the Neighborhood
Council System’s meeting and decision-making culture.

권장 사항에는 제안된 규칙 제정 의견 수렴 기간에 대한 통지에 주민의회 및 해당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절차가 상세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고 포괄적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임시 위원회와 부서는 주민의회가 행동 강령 정책의 최종 버전을 주민의회
체제의 회의 및 의사 결정 문화에 통합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Respectfully,

존경을 담아,

Raquel Beltran, General Manager
Department of Neighborhood Empowerment
라켈 벨트란, 총괄 부장
주민 참여 독려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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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GHBORHOOD COUNCIL BOARD MEMBER
CODE OF CONDUCT POLICY

2021-1
주민의회 소속 의원
행동 강령 정책

2021-1

WHEREAS, on June 19, 2020, Mayor Eric Garcetti issued Executive Directive No. 27 calling for efforts
to ensure fairness, diversity, equal opportunity, and transparency in City government;

2020년 12월 2일 에릭 가세티 시장은 시 정부의 공정성, 다양성, 평등한 기회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행정 지침 No. 27을 발표했다;

WHEREAS, the Board of  Neighborhood Commissioners (the Commission) adopted a Code of  Conduct
Policy in 2016 and an amended Code of  Conduct Policy in 2018, to govern the conduct of  Neighborhood
Council members;

주민의회 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기 위해  주민의회 의원단(The Board of  Neighborhood
Commissioners)은 2016년 행동 강령 정책과 2018년 수정된 행동 강령 정책을 채택했다;

WHEREAS, the Workplace Equity Policy protects volunteers, including Neighborhood Council board
members from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hazing, bullying, and inequitable conduct, as defined in the
Workplace Equity Policy, thus superseding and/or expanding the type of  conduct encompassed by the
Commission’s current Code of  Conduct policy;

직장 내 형평성 정책은 정책에 정의된 괴롭힘, 성희롱, 괴롭힘, 따돌림 및 불공평한 행위로부터
주민의회 의원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며, 의원단의 현 행동 강령 정책에 포함된 행동
유형을 대체 및/또는 확장한다;

WHEREAS, the Commission has long recognized that a Neighborhood Council System that is physically
and emotionally safe and secure for all Board Members promotes good social responsibility, increases
Stakeholder attendance and supports community engagement;

의원단은 모든 주민의회 구성원을 위해 물리적,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안전한 주민의회 체제가
긍정적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 이해관계자 참석을 증가시키며 지역 사회 참여를 지원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

WHEREAS, the Commission recognizes that improper conduct may occur within the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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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System, the Commission expects Board Members and Committee Members (including
stakeholders serving on committees) to conduct themselves in a manner in keeping with the
Commission’s Code of  Conduct and with a proper regard for the rights and welfare of  other Board
Members, Stakeholders, Committee Members, and volunteers;

의원단은 주민의회 체제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지만 주민의회
의원 및 위원회 구성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해관계자 포함)은 다른 주민의회 구성원,
이해관계자, 위원회 구성원 및 자원봉사자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의원단이 제시하는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적절한 존중을 받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WHEREAS, Section 902 (b) of  Article IX of  the City Charter provides that the Commission "shall be
responsible for policy setting and policy oversight and the promulgation of  rules and regulations but not
be responsible for day to-day management;

시 헌장 9조의 섹션 902(b)는 의원단이 “정책 설정, 정책 감독 및 규칙 및 규정의 공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상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NOW, THEREFORE, BE IT RESOLVED that the Commission amends the Code of  Conduct policy to
implement and administer the City of  Los Angeles DraftWorkplace Equity Policy.

이제, 따라서, 의원단은 로스앤젤레스 직장 내 형평성 정책 초안(City of  Los AngelesDraft
Workplace Equity Policy)을 구현하고 실시하기 위한 행동 강령 정책에 대한개정을 결의한다.

NOW, THEREFORE, IT IS FURTHER RESOLVED that the Commission amends the Code of
Conduct POLICY NUMBER: 2014 2(2) to say:

따라서 이제 의원단은 행동 강령 정책 번호: 2014 2(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의한다.

POLICY NUMBER: 2021-(1)

정책 번호: 2021-(1)
1. Neighborhood Council Board Members and Committee Members are required to affirm

acceptance of  this policy (Exhibit "A") in the manner established by the Department.
Neighborhood Council Board Members and Committee Members shall reaffirm acceptance of
this policy every two years. This policy and the City’s Workplace Equity Policy apply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a Board Member or Committee Member has affirmed acceptance.

1.주민의회 의원 및 위원회 구성원은 부서에서 설정한 방식으로 이 정책(별첨 "A")에
동의해야 한다. 주민의회 의원 및 위원회 구성원은 2년마다 한 번씩 본 정책에 대한
동의를 갱신해야 한다. 본 정책과 시의 직장 내 형평성 정책은 주민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의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 The Neighborhood Council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for informing stakeholder and board
Committee Members of  their obligation to affirm and accept this policy as a condition of
committee service. Maintaining a record of  their completion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Neighborhood Council.

2. 주민의회는 위원회 활동에 참여 조건으로 본 정책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관계자 및 위원회 구성원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해당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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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주민의회의 책임이다.

3. Newly elected, selected, appointed or re-elected Neighborhood Council Board Members and
Committee Members shall have a grace period of  30 days from the date the board member
begins assuming thei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o comply with this policy as indicated in
Item #1. Neighborhood Council Boards shall be responsible for informing appointed board
and committee members of  their responsibility to sign the Code of  Conduct affirmation.
Board Members and Committee Members should consult the applicable funding guidelines
to determine their eligibility to vote on funding matters.

3. 새로 선출, 선발, 임명 또는 재선출된 주민의회 의원 및 위원회 구성원은 항목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각 구성원이 의무와 책임을 맡은 날로부터
30일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새롭게 임명된 주민의회 의원 및 위원회 구성원에게 행동
강령 확인서에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는 것은 주민의회의 책임이다.
주민의회 의원과 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자금 조달 지침을 참조하여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투표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4. In such circumstances where a Neighborhood Council Board Member or Committee Member
fails or refuses to comply with item #1, the Department shall proceed to suspend the Board
Member or Committee Member from their Neighborhood Council. Said Board Member or
Committee Member shall not be eligible to act on any matter that comes before their
Neighborhood Council and shall not be count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quorum of  the
Neighborhood Council or Committee.

a. The Department shall notify the Board Member (or Committee Member) of  their
suspension by sending a letter to their last known email address and/or physical mailing
address.

b. The Department shall also notify the remainder of  the Board Members by email and/or
U.S. mail of  the suspension of  the Board Member (or Committee Member).

4.주민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을 중지시킨다.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은 주민의회 안건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주민의회 또는 위원회의
정족수에 포함될 수 없다.

a. 부서는 마지막으로 등록된 이메일 주소 및/또는 실제 우편 주소로 편지를 보내
주민의회 의원(또는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정지를 통보해야 한다.

b. 부서는 또한 이메일 및/또는 미국 우편으로 나머지 주민의회 구성원에게 주민의회
의원(또는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정지를 통보해야 한다.

5. If  within 30 days of  being suspended the NeighborhoodCouncil Board Member or Committee
Member does no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item #1 above, they shall be removed as a
Neighborhood Council Board Member or Committee Member by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Department will notify the individual of  their removal by sending a letter to their last
known email address and/or mailing address.

b. The Department will also notify the Board by email and/or First-Class U.S. mail regarding
the removal of  the Board Member or Committee Member and that the Board Membe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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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Member’s seat or position shall be considered vacant.
c. Any Board Member [or Committee Member removed pursuant to this policy shall have

the right to present to the Department evidence that he or she has in fact complied with
this policy. The Department shall be the sole and final decision maker.

5.만약 주민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위
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구성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주민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에서 해임된다.

a. 부서는 마지막으로 등록된 이메일 주소 및/또는 우편 주소로 편지를 보내 주민의회
의원(또는 위원회 구성원)의 해임을 통보한다.

b. 부서는 또한 주민의회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의 해임과 관련하여 주민의회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의 자리 또는 직위가 공석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이메일
및/또는 미국 일급 우편으로 주민의회 구성원 모두에게 통보한다.

c. 이 정책에 따라 해임된 모든 주민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은 실제로 이 정책을
준수했다는 증거를 부서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 부서는 유일한 최종 결정권자이다.

6. If  a Board Member or Committee Member is alleged to have violated either the City’s Workplace
Equity Policy or the Commission’s Code of  Conduct, the Department, with written approval
from the General Manager, may immediately suspend the Board Member or Committee Member
for a period of  up to 90 days. Said Board Member or Committee Member shall not be eligible to
act on any matter that comes before their Neighborhood Council Board or Committee and shall
not be count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quorum of  the Neighborhood Council Board or
Committee.

6.만일 주민의회 의원이나위원이 시의 직장 내 형평성 정책 또는 주민의회의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부서는 총책임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즉시 일정 기간
동안 주민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을 최대 90일 동안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당 주민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은 주민의회 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자격을 상실하며 주민의회 또는 위원회의 정족수에 포함될 수 없다.

The Department will notify the Board Member or Committee Member of  their suspension by
sending a letter to their last known email address and/or mailing

부서는 가장 최근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서신을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
주민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에게 자격 정지를 통보할 것이다.

a. The Department will also notify the Board by email and/or First Class U.S. mail regarding
the suspension of  the Board Member and that the Board Member's position shall not be
deemed vacant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b. The Department shall be the sole decision-maker with respect to a suspension. The Board
Member or Committee Member may not appeal the suspension decision.

c. The Neighborhood Council shall retain its authority to remove Committee Members for
failure to affirm this policy or for failure to adhere to its provisions.

a.부서는 또한 주민의회 구성원의 자격 정지에 관해 이메일 및/또는 미국 일급
우편으로 주민의회에 통보할 것이며,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주민의회 구성원의
직위는 공석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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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해당 부서는 자격 정지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자이다. 주민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위원은 자격 정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c. 주민의회는 본 정책을 확인하지 않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회 의원을
해임할 권한을 보유한다.

7. The Department may petition the Commission to remove the Board Member for a violation of   the
Workplace Equity Policy or this Policy pursuant to the process for Declaring a Board Vacancy  in
Los Angeles Administrative Code 22.810.1(e)(3).

7.부서는 로스앤젤레스 행정법 22.810.1(e)(3)의 주민의회 공석 선언 절차에 따라직장 내
형평성 정책 또는 본 정책을 위반한 의원을 해임하도록 의원단에 청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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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A
별첨 A

1. Neighborhood Council Board Members and Committee Members shall conduct themselves in a
professional and civil manner.

1.주민의회 의원 및 위원회 위원은 전문적이고 예의 바른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

2. This Policy and the City’s Workplace Equity Policy apply at all times and locations referenced
within Section 2.2 of  the City’s Workplace Equity Policy, including at all Neighborhood Council
meetings, events, activities, online and at social events when interacting with City employees,
contractors, and Neighborhood Council Board Members, Committee Members and volunteers.

2.본 정책과 시의 직장 내 형평성 정책은 모든 주민의회 회의, 행사, 활동, 온라인 및사교
행사를 포함한 시의 직장 내 형평성 정책섹션 2.2 내에서 언급된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시
공무원, 계약직 직원 및 주민의회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자원봉사자에게적용된다.

3. Neighborhood Council Board Members and Committee Members shall promote and, if necessary,
enforce a safe and equitable environment. If  other Board Members or Committee Members
become disruptive or violate the Code of  Conduct or the City’s Workplace Equity Policy,
Neighborhood Council Board and Committee Members have agreed to abide by, Board Members
and Committee Members should demand that the offending Board Member or Committee
Member conduct themselves in a respectful and orderly manner. In the absence of  the board
taking action to do so, employees of  the Department may intercede to do so.

3.주민의회 의원 및 위원회 위원은 다음을 촉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하고 공평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다른 의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이 주민의회 또는
위원회가 준수해야 할 행동 강령 또는 시의 직장 내 형평성을 방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강령을 위반하는 의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에게 정중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약 주민의회 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부서 직원이 그렇게
하도록 중재할 수 있다.

4. By signing this document, I affirm that I have received, read, and understand the Code of
Conduct. I acknowledge that I have been informed of  the expectation to abide by the Code of
Conduct at the time of  my appointment or election to the Board. I understand that if  I fail to
provide the Department of  Neighborhood Empowerment with a signed and dated copy of  this
Neighborhood Council Board Member Code of  Conduct, I may be subjected to suspension
and/or removal from my Neighborhood Council Board.

4.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본 행동 강령을 수령하였고,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한다. 본인은 주민의회에 임명되거나 선출되었을 당시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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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을 인정한다. 본인은 서명과 날짜가 기재된 주민의회 의원
행동 강령의 사본을 주민 참여 독려 부서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주민의회에서 자격
정지 또는 해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I also understand that if  I am found to have violated the signed Code of  Conduct, I may be subject to
censure and/or removal by my Neighborhood Council board and suspension and/or removal by action
of  the Depart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SIGNED DATE

본인은 또한 본인이 서명한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주민의회 이사회의 견책
및/또는 해임 및 부서의 조치에 의한 자격 정지 및/또는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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