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인종 정의 위원회
공개 회의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공개 회의 알림
뉴욕시 인종 정의 위원회가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과 직원들이 11월 8일 선거의 투표용지에 표시될 세 가지 인종 정의
위원회 투표 질문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이러한 투표 질문들을 뉴욕 시민들에게 알리며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 회의는 다음 주소지에서 대면 회의 방식으로 열립니다.
City Hall Park
회의 장소: Jacob Wrey Mould Fountain
43 Park Row
New York, NY 10038

이 회의는 다음 인터넷 주소에서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
•
•

Zoom 화상 회의: https://us02web.zoom.us/j/87892081518
전화 연결: +1 646 558 8656번으로 전화하여 웨비나 ID: 878 9208 1518을 입력
생중계: on.nyc.gov/racialjusticemeeting

이번 회의는 일반 대중에게 열려 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아니지만
위원회 토의를 참관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 참관을 위해 편의 제공을 받아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수화 통역이 제공됩니다. 일반 시민은 추가적인 언어 통역 서비스 및/또는 기타
장애인 편의 서비스를 2022년 10월 24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에 이메일 주소
racialjustice@charter.nyc.gov로 보내거나 (718) 354-1918번으로 전화한 후 음성
메시지를 남겨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온라인 편의에는 자막, 오디오
설명(해당되는 경우),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는 전자 문서/PowerPoint 자료가 포함됩니다.
모든 요청은 가능한 경우 처리될 것입니다.

인종 정의 위원회 소개
뉴욕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은 시 정부의 구조와 시에서 선출된 공무원 및 소속
기관의 핵심 권한을 제공합니다. 인종 정의 위원회는 헌장 개정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이 위원회는 헌장 전체를 검토하고 유권자에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인종
정의 위원회는 또한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정책안 및 프로그램 변경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종 정의 위원회는 이러한 역사적 시기의 전환적 잠재성을 파악했으며 2021년 12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인종 정의와 평등을 증진하고 구조적 인종차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와 중대한 정책 개혁을 포함하는 주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위원회는 2022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발의안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안내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