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CCEC 선거 캠페인 가이드라인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관리할 모든 후보자들의
이름과 발언들은 또한 DOE 웹사이트의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선거 전용 페이지에 게시될 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학부모회/학부모 교사회 및 기타 교육 단체들에서
모든 후보자들을 초대하여 “후보들과의 만남” 행사를
기획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또는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위원으로 출마하게 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웹 기반 미팅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테크놀로지가 올 해 캠페인의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온라인 환경에서 프로페셔널하고, 존중하며, 도덕적으로
모두가 의미 있게 관련 기술을 활용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근거 있는 캠페인 규칙의 위반은 사적 또는 공적
비난이나 실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전염병 기간에 선거 유세를 하시는 동안, 이
“하셔야 할 것” 및 “하지 마셔야 할 것”의 목록이
여러분께서 이기는 선거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해, 가정 및 커뮤니티 지원실(Office of Family and
Community Empowerment: FACE) 및 가정 리더십
코디네이터(Family Leadership Coordinator: FLC)들은 모든
후보자들이 투표자들에게 직접 스스로를 소개할 기회를
갖게 해줄 온라인 후보 포럼을 주간하는 회장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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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CCEC 선거 캠페인 가이드라인
 커뮤니티 보드 미팅, 커뮤니티 지역 미팅 또는 기타

캠페인에서 해야할 것들

행사들과 같은 DOE 가 아닌 공공 또는 사적 포럼에서
귀하의 출마를 알리십시오.

 이메일, 소셜 미디어 및 우편으로 잠재적인 투표

 후보자 포럼과 같은 DOE 허가를 받은 캠페인 행사에

그룹들에 손쉽게 캠페인 자료들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배포 명단을 만드십시오.

캠페인 자료들을 가져와 게시하십시오.

 캠페인에서 사용한 돈의 기록(예, 영수증 또는

 캠페인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한

청구서)을 보관하십시오.

이메일 주소(예: JohnDoe4CECXX@gmail.com)를
만드십시오.

 스스로를 홍보하기 위해 개별 소셜 미디어 계정,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를 이용 하십시오.

 교육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을 알리는 것을
돕기 위해 기사, 의견 또는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캠페인을 선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친구들과
가족들의 도움을 허용하십시오.

 온라인 미팅 및 행사들을 주관 및 참석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알리고 잠재적 투표자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잠재적 투표자들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이웃,
커뮤니티 미팅, 학교 근처(DOE 시설 외), 공원 또는 기타
공공 장소에서 선전물과 기타 캠페인 자료들을
배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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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CCEC 선거 캠페인 가이드라인
 어떤 DOE 지원 학부모 단체들(예: PA/PTA, 회장 위원회,

캠페인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SLT, 타이틀 I PAC, DPAC, CPAC 및 CCEC)의 소셜 미디어
계정이나 웹사이트에도 캠페인 자료를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게시하도록 부탁하지 마십시오.

이들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공직 후보자들의 DOE 건물
및 자원 사용을 관장하는 교육감 규정 D-130 의 조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들 가이드라인이 교육감 규정 D-130 의
조항을 확장하거나 수정하는 범위까지, 교육 정책
패널(Panel for Educational Policy)의 규정 수정 승인 대상이
될 것입니다.

 DOE 직원 또는 CCEC 행정 지원 담당자에게 귀하를
대신해서 캠페인 자료를 배포하도록 부탁하지
마십시오.

 합동 행사, 함께 선전물 제작, 상호 추천 또는 슬로건,

 DOE 직원 또는 DOE 소속의 현재 또는 지난 학부모

표어, 로고나 휘장 공유를 포함한 조직적인 입후보 또는
연합과 같은 다른 후보들과의 공동 캠페인은 하지
마십시오.

리더십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얻은 연락 정보
또는 배포 목록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모든 후보자들이 초대된 학부모 단체 회의를 포함한

 다른 후보들과 캠페인 자원이나 기부금 또는 서비스를

DOE 후원 후보자 포럼을 제외한 DOE-지원 온라인
공간(예: PA/PTA, 회장 위원회, SLT, 타이틀 I PAC, DPAC,
CPAC 및 CCEC 회의)에서 귀하를 후보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백그라운드로 게시하거나 또는
캠페인을 하지 마십시오.

공유하지 마십시오.

 캠페인에 $500 이상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폰 뱅킹이나 광고와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여, 어떤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캠페인 기부금이나 현물 기부를
요청하거나 받지 마십시오.

 캠페인 자료를 만들거나 게시하는데 학교 또는 DOE
기기나 자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현재 뉴욕시 또는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멤버를 포함한

 캠페인 자료를 PA/PTA 또는 기타 사람들에게 우송하는

선출된 공직자, 정치적, 종교적 또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 노조 또는 특정 이익 단체들로부터 추천을
요청하거나 받지 마십시오.

것을 포함하여 학교 또는 DOE 건물에 자료들을 게시
또는 배포하지 마십시오.

 학부모 단체들의 공식적인 DOE 이메일 주소로 캠페인
자료를 보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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