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인종정의위원회
공개 회의
2021 년 6 월 18 일 금요일 오후 2 시 30 분
공개 회의 알림
Juneteenth(준틴스) 기념 인종정의위원회 특별 회의: 인종 정의의 유산에 대한 고찰
인종정의위원회 위원들은, 시민권(Civil Rights) 영웅들이 Juneteenth 의 역사와
진실을 인정하고 현재의 인종 정의 및 인종 평등 활동을 이어온 것을 환영하며
위원들과 열린 대화를 주관합니다.
뉴욕시 인종정의위원회(New York City Racial Justice Commission)는 2021 년 6 월
18 일 금요일 오후 2 시 30 분에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는 다음 인터넷
주소에서 영상회의와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https://us02web.zoom.us/j/89307945072?pwd=cmd0b1ZqTDNWT2djaFZMOGR5S1hmZ
z09
이벤트 암호: 409325
이 회의는 또한 다음 링크에서 생중계됩니다.

on.nyc.gov/racialjusticemeeting
일반 대중 참여자는 다음 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거나 회의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회의: 646-558-8656, ID 89307945072# 암호 409325#
웨비나 ID: 893 0794 5072
뉴욕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은 시 정부의 구조와 시에서 선출된 공무원 및
소속 기관의 핵심 권한을 제공합니다. 인종정의위원회는 헌장 개정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이 위원회는 헌장 전체를 검토하고 유권자에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인종정의위원회는 또한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정책안 및
프로그램 변경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 선언: 헌장 개정 위원회(Charter Revision Commission)의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인종정의위원회는 모든 뉴욕 시민들을 위해 인종 정의와 형평성을 발전시키고
구조적인 인종 차별의 해체를 시작할 구조적 변화와 중대한 정책 개혁을 주도할
역사적 변화를 위한 잠재적 순간을 포착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공평하며
올바른 뉴욕시를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엄격하고 커뮤니티 정보에 입각한 그리고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원칙을 생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뉴욕시 헌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위원회는 주와 연방 차원의 변화에 대한 권고뿐만 아니라
불평등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사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일반 대중에게 열려 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아니지만 위원회 토의를 참관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공개 회의 및 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일반 대중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회의 참관을 위해 편의 제공을 받아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수화 통역이 제공됩니다. 미리 요청하시면 일반 참관인분들은 언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버추얼 편의에는 라이브 캡션, 오디오
설명(해당되는 경우),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는 전자 문서/PowerPoints 자료가
포함됩니다. 언어 통역 및/또는 기타 편의 제공 요청은 늦어도 2021 년 6 월 15 일
오후 5 시까지 위원회 이메일 requests@charter.nyc.gov 또는 전화 (718) 3542718 번으로 연락한 후 음성 메시지를 남겨 요청하셔야 합니다. 모든 요청은 가능한
경우 처리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