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 정책에 대한 공지문
인종, 피부색, 종교,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체류 신분, 시민권 상태, 연령, 기혼 여부, 동거 여부, 장애, 성적 취향, 성별 (성), 군복무 여부, 법률에서 허용되는 바를
제외한 전과 기록, 유전적 특징 또는 가정 폭력, 성 폭력과 스토킹 피해자 신분에 관계 없이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며 성 희롱과 보복을 포함한 상기 기재된
내용에 따른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뉴욕시 교육청의 정책입니다.
또한 뉴욕시 교육청은 인종, 피부색, 종교,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체류 신분, 시민권 상태, 연령, 기혼 여부, 동거 여부, 장애, 성적 취향, 성별 (성), 또는 몸무게와
관계 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성 희롱과 보복을 포함한 상기 기재된 내용에 따른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의 타이틀 VI와 타이틀 VII, 1972년 개정 교육법(Education Amendments) 타이틀 IX, 1967년 고용시 연령 차별에 관한
법률(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1973년 장애인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섹션 503 및 섹션 504, 1974년 공정노동표준 개정법(Fair Labor
Standards Amendments), 1986년의 이민개혁 및 관리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1990년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1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뉴욕주 및 뉴욕시 인권법(New York State and City Human Rights Laws), 뉴욕시 교육청의 단체교섭협약의 차별 금지 조항에
부합합니다.
교육감 규정 A-830에서는 직원, 학부모, 학생 및 교육청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자, 교육청 시설 이용자 및 기타 교육청을 상대하는 자들이 법에 위반되는 차별행위
및 차별 신고행위에 대한 보복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만 접수는 평등기회 (office of Equal Opportunity:OEO) 담당실에 신고하거나
아래 기관 중 한 곳에 신고하면 됩니다. 교육감 규정 A-830의 사본은 OEO 또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www.nyc.gov/schools/oeo.
내부 리소스:
The Office of Equal Opportunity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65 Court Street – Room 1102
Brooklyn, New York 11201
전화: 718-935-3320 Fax: 718-935-2531
웹사이트: www.nyc.gov/schools/oeo/
타이틀 IX 준수와 관련된 질문은 아래로
하십시오:
Jennifer Becker, Title IX 코디네이터
65 Court Street - 룸 1102
Brooklyn, NY 11201
전화: 718-935-4287
이메일: Title_IX_Inquiries@schools.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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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항 편의제공과 관련된 질문은 아래로
하십시오:
Ava Mopper, 디렉터/§504 코디네이터
28-11 Queens Plaza North - 룸 402
Long Island City, NY 11101
전화: 718-391-6117
이메일: AMopper@schools.nyc.gov

외부 리소스:
미국 평등 취업 기회 위원회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New York District Office
33 Whitehall Street, 5층
New York, New York 10004
212-336-3620

민권담당실(Office for Civil
Rights)
뉴욕사무소(New York Office)
U. S. Department of Education
32 Old Slip, 26층
New York, NY 10005-2500
646-428-3900

뉴욕주 인권 위원회 (New York
State Commission on Human
Rights)
1 Fordham Plaza – 4층
Bronx, New York 10458
718-741-8400

뉴욕시 인권 위원회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40 Rector Street
New York, New York 10006
212-306-5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