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미시간 시민의 권리 부서(MDCR)는 법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미시간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MDCR는 무엇이며 어떻게 나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나요? 

 
법은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습니다. 엘리엇-라르슨 시민의 권리 법 (ELCRA), 장애인 시민의 권리 법, 공정한 주택 법, 

미국 장애인 법 (ADA), 주 법 조항과 연방 정부 법은 미시간 주민들을 차별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DCR는 차별에 대한 불만을 조사할 수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불만 조사중에는 공정함을 지켜 어느 편의 대표나 변호인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미시간 법은 다음 분야의 차별을 금합니다: 

취업 

교육  

주택 

공공 시설 (식당, 호텔, 극장, 병원, 가게 등등)                                                                                                                 

공공 서비스 (관공서, 공공 도서관 및 공원, 공익 사업 등등) 

법의 집행 

 

인종, 종교, 피부색, 출신국, 나이, 성별, 장애, 유전적 정보, 결혼 상황, 가족 상황, 키, 몸무게, 전과 기록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를 받을 때 차별이 발생합니다. 

 
불법적인 차별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신이 온 곳으로 돌아가요.” 라고 말하며 가게 점원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당신의 상사는 동료가 당신을 인종이나 출신국을 가지고 괴롭히거나 협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 

 
부동산업자나 임대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는 부동산을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거나 팔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차별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당신이 차별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Michigan.gov/MDCR를 통해 미시간 시민의 권리 부서에 연락을 주시거나, MDCR-

INFO@Michigan.gov 에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혹은 1-800-482-3604로 전화해 주십시오. 

 
미국 시민권자만 불만 제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오. MDCR에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미국 시민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의 권리 법은 미시간주에서 일어난 모든 차별의 희생자를 

보호합니다.   

 
불만 제기는 왜 중요한가요? 

 

당신이 차별의 희생자라면 정의를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차별 당한 지금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차별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차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통해 차별이 일어난 것이 드러나면 당사자간의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해결 결과는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게 

경제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낳을 것입니다. 

보호 권리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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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제기했을 때 비밀이 보장되나요? 

 
아니오, 하지만 불만 제기로 인해 보복을 당했다면 시민의 권리에 대한 위반이 됩니다. 

 
MDCR에 불만을 제기하시면 조사를 위해 제기된 불만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해야합니다.  당신의 개인 신상 정보를 

제외한 MDCR 자료는 정보 자유 법에 의거하여 사건 해결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불만 제기를 도와줄 통역이 있습니까? 

 

네. 연락을 주시면 전화로 연결 가능한 통역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당신과 함께 

일을 할 것입니다. 

 
MDCR는 차별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합니까? 

 
MDCR은 지역 단체 및 신앙 조직, 변호사및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권리 문제를 제기하고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차별이 

일어나기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법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MDCR 는 문화적 역량, 증오 사건, 주택 차별, 괴롭힘, 장애, 성희롱 및 시민의 권리 법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별에 대한 불만 제기, 교육이나 프레젠테이션 예약 또는 특정의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정보나 도움을 

요청하시려면 MDCR 웹사이트 michigan.gov/mdcr로 연락을 주시거나 800-482-3604에 전화를 주시거나 

MDCR-INFO@michigan.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MDCR 의 계획, 제휴업체들을 비롯한 어떻게 돕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michigan.gov/mdcr에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facebook.com/MIDCR 

 
트위터: @MiCivilRights 

 
인스타그램: @MiCivil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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