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시민 정의 사무소(NYC Office of Civil Justice)에서 주최하는
퇴출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 to Legal Services) 서비스

2017년 뉴욕시 의회는 지방 법 136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현재 NYC 행정 법령 26조 13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뉴욕시 관습적 상담 권리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시민 정의 사무소(Office of Civil 
Justice, OCJ)는 퇴출 상황, 또는 뉴욕시 주택공사(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 행정 조치로 
임차권 만료에 직면한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시민 정의 사무소는 연례 공청회를 열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 및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공청회 개최 시간 및 장소는?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오후 6시~오후 9시
COVID-19로 인해, 공청회는 Zoom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방법은?
누구나 온라인이나 전화로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 to 
Legal Services) 프로그램에 관하여, 누구나 다음의 수단을 통해 의견 또는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11월 22일까지 929-221-6715번으로 전화하거나 civiljustice@hra.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발언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순서대로 발언자를 호명하며 최대 3분까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영상 및 음성): Https://us02web.zoom.us/j/87896079849을 방문해주십시오.
또는 Zoom.us을 방문해주셔도 됩니다. "미팅 참여(Join a Meeting)"를 클릭하고 미팅 ID 
878 9607 9849를 입력해주십시오

전화(음성만):
(646) 876-9923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안내 음성이 나오면, 미팅 ID 878 9607 9849를 
입력해주십시오

우편   다음 주소로 우편 서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Office of Civil Justice / ATTN: HEARING COMMENTS
NYC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150 Greenwich Street, 31st Floor
New York, NY 10007

이메일 civiljustice@hra.nyc.gov로 서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제목에 "공청회 관련 의견(Hearing Comments)”이라고 문구를 써주십시오.

서면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0년 11월 23일입니다.

공청회 참여 시 통역사 지원이나 적절한 편의 시설 지원 등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020년 11
월 16일까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929-221-6715로 전화해주시거나 civiljustice@hra.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또는 상기 주소로 우편을 보내셔도 됩니다.

공청회 속기 기록은 공청회가 끝난 몇 주 이후 OCJ 웹사이트인 nyc.gov/civiljustice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OCJ 웹사이트 nyc.gov/civiljustice를 방문해주십시오

POST-223(K) 
rev.10/20

Of�ce of
Civil Jus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