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인종정의위원회 

NYC 공개 의견 수렴 회의 

2021 년 11 월 10 일 수요일 오후 5 시 
 

 

공개 의견 수렴 회의 알림 

뉴욕시 인종정의위원회는 인종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뉴욕시 헌장(NYC Charter)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공개 의견 수렴 회의를 브롱스에서 개최할 것 입니다. 2021 년 

11 월 10 일 수요일 오후 5 시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의견 수렴 회의는 다음과 같이 현장에서 개최됩니다. 

11 월 10 일 수요일 

오후 5 시 – 8 시  

(등록은 5시에 시작되며, 회의는 오후 5 시 30 분에 바로 

시작됩니다) 
 

주소: 
Sonia Sotomayor Community Center 
1000 Rosedale Ave 
Bronx, NY 10472 

*휠체어 진입로는 정문에서 접근 가능 

 

사전  등록을 하십시요.  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충분한 신체 거리두기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 

 

입장 시 모든 회의 참석자는 체온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강 검진 질문서를 작성 
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모든 참석자는 신체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며,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를 견딜 수 있는 두살 이상의 참석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신체 거리두기를 위해 회의실 수용 인원은 77 명으로 제한됩니다. 필요시 20 명을 

https://www.eventbrite.com/e/194706872497
https://www.eventbrite.com/e/194706872497


 

더 수용할 수 있는 추가 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은 원격으로 회의를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습니다. 

• on.nyc.gov/racialjusticepublicinput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기 

• 의견 수렴 회의를 청취하기 위해 다음 정보를 이용하여 전화하기 

o 영어 

 오디오 컨퍼런스:  +1 646 558 8656 

 웨비나 아이디: 812 7248 3357 

 
 

이번 회의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며 일반 대중에게는 위원회 위원 앞에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집단, 단체, 기관을 대표하여 지정된 대표 한 명을 포함하여 

일반 대중은 누구나 최대 삼 (3) 분 동안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자치구에 

속한 뉴욕분들은 누구나 진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문회에서 발언하기로 

등록한 사람 모두를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시간이 없는 경우, 가상 

또는 현장인 지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추후 공개 의견 수렴 회의에서 진술할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난 10일 이내 에 코 로나바이 러스감 염증 -19 증상(화씨 100.0도 이상의   

발열, 기침,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숨가 쁨)을 경험한 적이 있 는 경우.   

지난 10 일 이 내에 코 로나바이 러스감 염증 -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지난 10 일 이 내에 코 로나바이 러스감 염증 -19 에 감 염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24 시간 중 최소 10 분 동안 6 피트 이내 거리에 있었 던 경우)했으며   

기존 CDC 지침 에 따라 격리해 야 합 니다(지난 3 개월 이 내에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 증 -19 에 감염되 지 않 았으며, 백신을 완전 히 접종받 지   

않은 경우 ). 



 

회의를 참관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수화와 스페인어 통역이 현장에서 제공됩니다. 통역 및/또는 기타 편의 

제공을 요청하시려면 2021 년 11 월 5 일 오전 10 시까지 위원회에 

requests@charter.nyc.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718) 354-2718 로 전화하여 

음성 메시지를 남기십시오. 모든 요청은 가능한 최대로 수용할 것입니다. 

 

인종정의위원회소개 

뉴욕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은 시 정부 조직과 시의 선출직 공무원 및 

소속 기관의 주요권한을 제공합니다. 인종정의위원회는 헌장 개정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헌장 전체를 검토하고 유권자에게 개정안을 제안하는 

임시 위원회입니다. 인종정의위원회는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정책안 및 프로그램 변경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 선언: 헌장 개정 위원회(Charter Revision Commission)의 법적 권한을 부여 

받은 인종정의위원회는 잠재적 변화의 역사적 시점을 포착하여 모든 뉴욕분 

들을 위해 인종 정의와 인종 평등을 발전시킬 구조적 변화와 중대한 정책 개혁을 

제안하고 구조적인 인종 차별의 해체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 일은 제도적 

인 인종 차별이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끈임없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할 것이기 때 

문에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공평하며 올바른 뉴욕시를 형성하기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철저하고 커뮤니티 정보에 입각하고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원 

칙을 만들려고 추구할 것입니다. 뉴욕시 헌장을 통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동안에 위원회는 주와 연방 차원의 변화 제안뿐만 아니라 인종 불 

평등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사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시킬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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