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삶터 뉴욕시”(Where  
We Live NYC)는, 뉴욕시 주택  
당국(NYCHA)의 파트너십과  
수많은 정부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뉴욕시  
주택보전 및 개발부(HPD)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헤스터 스트리트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단체들과 파트너가 되어  
다섯 버로우(borough)  
전역의 주민들과 “우리의  
삶터 뉴욕시”의 지역사회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파트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li Forney Center
Arab American Association NY
Asian Americans for Equality
Banana Kelly Community 
Improvement Association 
Brooklyn Center for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Center for Court Innovation
Center for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NY
Chhaya CDC
Fifth Avenue Committee
Make the Road New York
Neighbors Together
SAGE Advocacy & Services  
for LGBT Elders
Sapna NYC

팀 소개절차

“우리의 삶터 뉴욕시” (Where We Live 
NYC) 는 공정 주택을 권장하며, 차별에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뉴욕시에서 진행하는 
공동사업입니다.

뉴욕시는 지역사회의 리더들 및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인종차별과 
차별대우와 같은 공정 주택의 문제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함께 이 
정보를 사용하여 보다 더 공정하고 포괄적인 뉴욕시가 되도록 정책적인 
해결 방안과 실행 가능한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

참여하십시오
“우리의 삶터 뉴욕시”의 성공은 여러분과 같은 뉴욕시민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꼭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최근 내용을 계속 
받으려면 우편물 수신자 
명단에 가입하십시오

지역사회 대화에 참여하거나 
이끌기 위한 장소를 알아보시고, 
공공 워크샵에 참석하십시오

공정 주택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공유하십시오

귀하의 단체가 공정 주택 이해관계자 그룹에 
가입하는데 관심이 있읍니까? 연락처: 
WhereWeLiveNYC@hpd.nyc.gov

방문: nyc.gov/WhereWeLive     공유: #DondeVivimosNYC

자료 분석
2018년 봄 - 2019년 가을

공정 주택 문제에 대한 시 당국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광범위한 분석

공정 주택  
이해관계자 그룹

2018년 봄 - 2019년 가을
옹호자, 연구원, 서비스 제공자 및 지역사회 

리더들이 의견을 제공할 기회

지역사회와 대화
2019년 여름 - 가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단체들과 함께  
다섯 버로우(boroughs)의  

주민들과의 대화

공공 워크샵
2018년 가을 - 2019년 여름

주민들을 위한 행사로서 이 과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고, 공정 주택에 관해 배우며 

정책을 이끌수 있는 공동 비전을 세움

정부 파트너십
2018년 봄 - 2019년 가을

정책 해결 방안이 포괄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큰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 파트너와 조정

“우리의 삶터 뉴욕시” 
보고서

초안: 2019년 여름
공공 피드백을 위해 사용

최종: 2019년 가을
연방정부에 제출되며 정책  

지침으로 사용

뉴욕시의 정책시행 
차별을 근절하고,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고, 보다 더 공정하고 포괄적인 

동내들을 조성하는 정책 해결 방안을 시행



공정 주택이란 무엇인가?

공정 주택에 대한 투쟁은 뉴욕시와 전국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터 뉴욕시”를 통해 뉴욕시는 차별을 없애고, 기회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지역을 조성하는 공정 주택 정책의 다음 단계에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 주택 법(FAIR HOUSING ACT 1968)
은 여러분이 주택을 임대, 구매, 또는 융자할 때 
다음을 근거로 하는 차별로 부터 보호합니다:

• 인종
• 피부색
• 국적
• 종교
• 성별

• 장애
•  가족신분

1.
뉴욕 주 및 뉴욕시 인권법에는 다음에 
근거한 추가 보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령
• 시민권
• 합법적 직업 또는 수입원
•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
•  결혼 또는 동거자 신분
•  현재의 자녀 또는 미래의 자녀 계획
• 성적 성향
•  가정 폭력, 성 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로서의 경험
• 군 복무

2.
공정 주택 법은 또한 도시들로 하여금  
공정 주택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지시가 “우리의 삶터  
뉴욕시”를 시작하게된 동기입니다.  
이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균형 잡힌  
정책을 세워 차별을 극복하고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동내로  
이사하거나 또는 현재 거주하는  
동내에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대로  
살 수 있게 합니다 

•  동내들에 공평히 투자하여 모든  
지역사회가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보장합니다.

3.

여러분이 살고 싶은 동내에 우량하고 알맞은 가격의  
주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를 우수한 교육과 자원이 있는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까운 곳에 믿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네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편안 합니까?

여러분의 동네는 여러 인종이 살고 있고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 주택이 왜 
중요하나?
우리는 모든 뉴욕  

시민이 과거와 현재의 

불의로 인해 뉴욕시가 

제공하는 기회들을 

평등하게 접할 수 있지 

않다는것, 특히 유색  

인종 지역사회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