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있을 권리.

자료 목룍

뉴욕시 인권법(New York City Human Rights Law)은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시민
권리법입니다. 이 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신념, 나이, 국적, 외국인 신분 또는 시민권 자격(이민자
YOU DO HA
포함),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임신 여부, 결혼 여부, 동거 여부 등으로 인한 고용If차별,
you feel you’ve bee
we c
주거 차별, 공공 장소에서의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포/범죄 이력, 신용 이력, 간병인discrimination,
신분,
Call 718-722- 3131 to sp
실업 상태, 가정 폭력 피해자 신분, 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신분으로 인한 고용 차별을 금하고
on Human Rights repr
있으며, 자녀 유무, 가정 폭력 및 성폭행/스토킹 피해자 신분, 주거 지원금이나 보조금으로 인한NYC.gov/HumanRight
주거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법집행기관의 차별적인 학대 및 편견을 기반으로 한 정보
#YouHav
수집을 금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인권법을 집행하는 한편 해당 법에 대한 홍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YOU DO HAVE THE RIGHT
If you feel you’ve been a victim of
discrimination, we can help.

Call 718-722- 3131 to speak with a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resentative or report it at
NYC.gov/HumanRights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지 않고

내 문화유산에 자부심을 가질 권리.

인권위원회는 뉴욕시 방문객과 거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YouHaveRightsNYC
제공합니다.

TM

Commission on
Human Rights
Carmelyn P. Malalis,
Chair/Commissioner

YOU DO HAVE THE RIGHT.
If you feel you’ve been a victim of

피부색이나 이름 때문에

거부당하지 않고 직장을 얻을 권리.

• 차별을 신고하거나 차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뉴욕시에서
차별, 학대,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면,
discrimination,
we can위협을
help.
311로 전화하여 NYC 인권위원회로 연결을 요청하거나 인권위원회
(718)
722‑3131로
전화하거나
Call 718-722-상담전화
3131 to speak with
a NYC
Commission
Human Rights representative or report it at
NYC.gov/HumanRights를 방문하여 Report Discrimination on
form(차별
신고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왜 인권
NYC.gov/HumanRights
위원회를 통해 차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야 할까요? 인권위원회는 마땅히 누려야 할 정의와 존엄성을
#YouHaveRightsNYC
찾아드릴 뿐만 아니라, 법 위반자에게 배상금, 벌금 청구 및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TM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fice of
the Mayor

Carmelyn P. Malalis,
Chair/Commissioner

• 무료 워크숍에 참가하십시오. 개인 사업자, 주택 및 공공 편의시설 제공자, 일반 개인이라면 누구나 영어 및
YOU DO HAVE THE RIGHT.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무료 워크숍에 참가하여 인권법상의 개인 의무과 책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워크숍
If you feel you’ve been a victim of
주제는 공정기회법(Fair Chance Act), 주거
차별, 신용
기록
기반 고용차별 금지법(Stop Credit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we can
help.
in Employment Act), 인권 기초 강의, 트랜스젠더
기초
강의
trainings@cchr.nyc.gov를 통해 신청하실
Call 718-722- 3131
to speak
with등이며
a NYC Commission
Human Rights representative or report it at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행사 일정은on
NYC.gov/HumanRig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YC.gov/HumanRights
위협을 받지 않고

신념에 따라 옷을 입을 권리.

#YouHaveRightsNYC

TM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fice of
the Mayor

• U 또는 T 비자 증명서를 신청하십시오. 개인은 NYC 인권위원회를 통해 U 또는 T 비자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를 통해 차별에 대한 진정 제기 및 조사, 사건 기소에 협조한
개인에 대해 U 및 T 비자 증명서 발급을 심사합니다. 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려면, 311번으로
YOU DO HAVE THE RIGHT.
전화를 걸어 인권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인원위원회 상담전화 (718) 722-3131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이미
If you feel you’ve been a victim of
인권위원회를 통해discrimination,
진정을 제기했거나
we can help. 진정이 종료된 경우, 인권위원회 정책 부서[(212) 416-0136 또는
policy@cchr.nyc.gov]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ll 718-7223131 to speak with
a NYC Commission
Carmelyn P. Malalis,
Chair/Commissioner

on Human Rights representative or report it at
NYC.gov/HumanRights

영어로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 각종 행사에 여러분 대신 참가할 수 있는 위원회 대변인을 요청하십시오. 기관 및 비영리 단체는 NYC
#YouHaveRightsNYC
인권위원회 인권 담당 직원에게 행사 대변 또는 토론이나 패널 참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변인 신청은
policy@cchr.nyc.gov를 통해 문의하십시오.
TM

내 아이에게 스페인어로
이야기할 권리.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fice of
the Mayor

Carmelyn P. Malalis,
Chair/Commissioner

YOU
DO HAVE THE RIGHT.
• NYC 인권법 자료를 받아 보십시오.

NYC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NYC.gov/HumanRights를 방문하거나
부서(communications@cchr.nyc.gov)에 연락하여 다국어로 제공되는 책자, 팜플렛,
카드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요청하십시오.
Call 자료표,
718-722- 3131정보
to speak
with a등의
NYC Commission
If you feel you’ve been a victim of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discrimination,
we can및
help.

on Human Rights representative or report it at
NYC.gov/HumanRights
당신에게는 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고

아파트를 임대할 권리.

여러분
에게는
실제로
권리가
있습니다.

#YouHaveRightsNYC

TM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fice of
the Mayor

Carmelyn P. Malalis,
Chair/Commissioner

TM

@NYCCHR
NYC.gov/HumanRights

인권
위원회

Offic
the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