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는 인종, 출신국,
또는 기타 특성에 기반한
증오 또는 차별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CCHR),
증오범죄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Hate Crimes, OPHC) 및 뉴욕시
경찰청(NYPD)은 COVID-19 및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보고된 증오 및 편견
사건들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가 아는 사람이 인종, 민족성 또는 종교를 포함하여
귀하의 정체성 때문에 신체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했을 경우, 911에 전화하십시오.
NYPD 경찰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이민자 자격에 대해
묻지 않을 것이며 언어 지원도 제공합니다. 뉴욕시 경찰은 또한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연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범죄 피해자 옹호 담당자(Crime Victim Advocate)
에게 연락하여 범죄의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재정적 피해와 영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고 다른 옵션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 핫라인(All Crimes Hotline)에 1-866-689-HELP(4357)
TDD: 866-604-5350으로 전화하십시오.

귀하 또는 귀하가 아는 사람이 사업체, 고용주 또는 임대주에 의해
귀하의 정체성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았을 경우, 311에 전화해서,
“human rights(휴먼 롸이츠)”라고 말하십시오.

뉴욕시 인권법에 따라, 귀하는 주거, 직장 또는 공공 장소에서 인종, 출신국, 나이, 이민 자격, 장애 또는 보호되는 기타 계층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됩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이 인권법 집행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반자는 벌금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민 관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민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뉴욕 시민은 ActionNYC 핫라인에 전화하여 무료로 안전하게 이민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tionNYC 핫라인에 1-800-354-0365로 전화하거나 311에 전화하여 “ActionNYC”라고 말하십시오.

정신 건강을 위한 도움을 원하십니까?

NYC Well이 귀하의 정신 건강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상담 전문가들이 200여개의 언어로 주 7일, 하루
24시간, 상담을 원하는 분들의 신분과 정보를 보호하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888-NYC-WELL에 전화하거나, 65173으로 “WELL”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nyc.gov/nycwell에서 온라인상으로
채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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