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트너를 위한 인종 정의 위원회 템플릿 뉴스레터 기사 

 

올해 11월 선거에서 사용할 투표용지 뒷면에 인종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NYC 인종 정의 위원회가 우리 시의 헌법에 해당하는 뉴욕시 헌장에 세 가지 변경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각 제안의 취지는 인종 평등을 시 정부의 중심에 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11월에 우리 시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러한 제안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표용지 뒷면에서 확인할 질문들: 

• 정부 지침에 가치 선언문 추가: 이 서문은 우리 시의 법률에 기초하여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도시"라는 비전을 포함할 것이며, 시 공무원이 정부 기능을 이행할 때 이러한 가치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과 이를 시정할 필요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 인종 평등실, 계획 및 위원회 수립: 이 제안은 인종 평등 계획을 수립하고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시 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시장 사무국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커뮤니티의 관점과 책임을 프로세스에 도입할 것입니다.  

• 실생활비 측정: 이 제안은 시 정부가 주택, 식료품, 보육, 교통편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우리의 

필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드는 뉴욕시의 실제 비용을 추적하고 보고하게 할 것입니다. 실생활비는 

빈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뉴욕 주민들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도시에서 생활하고 성장하는 데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측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투표는 뉴욕 주민들이 시 법률에서 인종 정의에 대해 직접 투표하는 첫 기회이며, 헌장 위원회가 이러한 

종류의 변경을 제안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우리는 이웃 뉴욕 주민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조치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종 정의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투표를 잘 하지 않는 지역사회에 이러한 홍보를 하고자 다양한 언어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모르고 있던 이웃들, 친구 및 가족들에게 오늘 알려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힘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10월 29일이며 선거일은 11월 8일입니다. 

이러한 투표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시려면 인종 정의 위원회 웹사이트 nyc.gov/racialjustice를 방문해 

주십시오. 참여에 관심이 있으시면 ‘Take Action’(행동에 나서십시오)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racialjustice.cityofnewyork.us/
http://nyc.gov/racialjustice
https://racialjustice.cityofnewyork.us/get-invol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