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헌장위원회 2019  

 

공개 회의 또는 청문회 참석: 헌장 개정 위원회 2019 공

개 회의 청문회 2018의가 시작 하는 5 개의 자치 읍 면에 걸쳐 일련의 개최; and 

in the new year. 

당신이 생각 하는 우리에 게:  뉴욕 시 정부에 대 한 효

과가 무엇을 생각 합니까? 앞으로 30 년 동안 우리 도시에 대 한 당신의 비전은 

무엇 인가? 회의와 청문회는 문제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수 있으며 제안 및 아

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웹사이트에 귀하의 아이디어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charter2019.nyc/contact.   

어떻게 관련 된? 

뉴욕시의 정부 구조는 완전히 

1989 년에 철저 하 게. 전에  다음의 견

적 보드, 그냥 8 회원의 구성, 시의 회의 

보다 더 많은 전력을 예산 및 토지 사

용 했다. 

 헌장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저희와 소통하세요!  

 저희 웹사이트 charter2019.nyc에 방문해주세요 

제안사항 제출을 위해 charter2019.nyc/contact에 방문해주세요  

 info@charter2019.nyc에 질문사항을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저희를 만나보세요 : @charter2019nyc 

 Jeffrey D. Friedlander, New York City 

Charter Revision, N.Y.L.J. (Sept. 22, 2003), 

available at http://www.nyc.gov/html/law/

downloads/pdf/ar092203.pdf.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 

Revising City Charters in New York State 

– James A. Coon Local Government Tech-

nical Series, at 3 (2015), available at 

https://www.dos.ny.gov/lg/publications/

Revising_City_Charters.pdf. 

     참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019년 11월,  

뉴욕 시민은 시헌장을 위

해 투표하게 됩니다. 

1897년 주의회가 설립한 뉴욕시헌장는 우리 시 최

초의 헌법으로, 뉴욕정부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헌

장은 주정부의 세금활용처, 시의 변화를 위한 결정 

및 선출된 위원이 가진 힘을 좌우합니다. 

약 30년 전, 헌장검토위원회는 시정부를 앞질렀습

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뉴욕 시 헌장 무엇입니까? 



참고사항 

 

 

 

 

 

 

 

 

 

 

 

 

 

헌장에 대한 모든 것 

헌장이 서술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몇 

가지는, 시의 예산, 입안, 구역제, 민간위탁, 

단체교섭 및 토지이용절차입니다. 

또한 헌장은 주택보존 및 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위생국(Department of Sanita-

tion), NYPD, 311을 비롯한 주요 기관을 설

립하고 해당 기관과 선출위원의 의무를 정

의합니다. 

를 설정  

위원회를 

공개 입력 가져오기 

 

추천서 수집 하기 & 투표 

뉴욕 시의회는 현지 법률

을 통과 하 여 헌장 개정 

위원회 2019을 작성 했습

니다. 시장, 시의회, 5 개의 

자치구, 대 인 대변인, 감

사관 등이 임명 하는 회원 

들을 포함 하는 위원회는 

도시 헌장에 대 한 최고 

대 면 검토를 실시 하는 

것을 광범위 하 게 의무화 

하 고 있습니다.  

이 검토는 당신이 포함 되

어 있습니다. 공중의 일원

은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하 고 우리의 도시 정부를 

개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Visit charter2019.nyc/

contact 당신의 아이디어

를 제출 합니다. 

위원회는 헌장 및 수집 된 

정보 공개에서 검토 한 후, 

그것은 11 월 2019 년에서 

국민 투표에 대 한 권장 사

항을 제안 합니다. 

어떻게 헌장 개정 된다? 

투 표  위원회는 신규 또는 개정 된 헌장의 초안을 유권자에 게 제출할 것입니다.헌장 개

정 위원회 2019 공개 회의 청문회 2018의가 시작 하는 5 개의 자치 읍 면에 걸쳐 

일련의 개최 in November 2019.  It is vital that we hear from you.   

헌장을 할 수 있습니까?  

헌장에는 많은 분야가 규제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

입니다. 

영향력을 미침  영향력을 미치지 않음  

능력과 시 관계자에 대 한 제한 설정 정치적 인 싸움을 제거 

원하는 변화를 달성 하기 위해 정부 지

도자 들을 위한 무대를 설정 

현지 범죄 감소 

도시에 있는 토지를 개발 하는 방법을 결정

합니다 

논쟁 적인 프로젝트를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