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공개회의 및 공청회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장소: 1PM 
Pratt Institute, 144 West 14th Street, Room 213, New York, NY 10011 
 

공개회의 안내문  
 

뉴욕시 헌장 개정 위원회(Charter Revision Commission)에서 2018년 5월 31일 목요일에 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시민 여러분이 제기하여 추가 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 회의는 Pratt Institute, 144 West 14th Street, Room 213, New York, NY 

10011에서 열릴 예정이며, 일반 대중에 공개로 진행됩니다. 이 행사는 공청회가 아닌 

공개회의이므로, 일반 시민에게 위원회의 토론 내용을 관람할 기회가 제공되나 증언할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회의에 참여하려면 지원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회의 장소는 휠체어나 기타 보행 기구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대한 접근성이 보장됩니다. 청각 감응 장치 및 ASL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또한, 사전 고지 시 일반 시민께서 언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 통역 요청이나 

추가 접근 서비스 요청은 늦어도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위원회에 

requests@charter.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212-386-535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nyc.gov/charter에서 이 회의 라이브 스트리밍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주 묻는 질문 

 

뉴욕시 헌장 개정 위원회란? 

뉴욕시는 시 정부의 구조와 권한, 책임을 규정한 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장 개정 위원회는 시 

헌장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는 일을 합니다.  

  

헌장을 어떻게 바꿀지에 관한 제 생각을 나눌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개정 과정에는 일반 시민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며 저희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헌장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관한 생각을 위원회와 공유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위원회는 2018년 7월 한 달 동안 전 자치구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구두로 및/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요?  comments@charter.nyc.gov나 온라인 

nyc.gov/charter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mailto:requests@charter.nyc.gov
https://csmail.nyc.gov/owa/redir.aspx?C=RgTvl5TE6z1apDr7iL78uvPLqm1gDpB4mxaoGgj3lss4h7nwTLvVCA..&URL=http://www1.nyc.gov/site/charter/meetings/2018-public-meetings-hearings.page
mailto:comments@charter.nyc.gov


어떤 내용이어야 하나요? 

헌장 개정 위원회는 시 정부의 운영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뉴욕시 선거 절차를 개선해 일반 시민이 보다 쉽게 투표하고 시민으로서 생활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과 헌장 개선 방안에 관한 기타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제 의견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나요? 

위원회는 모든 발표 내용과 시민 의견을 면밀히 고려해 시 헌장에 대한 잠재적인 변경 방안을 

파악할 것입니다. 개정 사항은 궁극적으로 2018년 11월에 있을 공공 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뉴욕시 헌장 보기: https://bit.ly/2bJbUKu 

 

트위터 @NYCCharter 또는 페이스북 facebook.com/nyccharter에서 위원회를 팔로우하세요. 

 

 

https://bit.ly/2bJbUK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