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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 소개 

뉴저지주 민권국(DCR)은 뉴저지주 차별금지법(LAD)과 뉴저지주 가족 휴가법(NJFLA)을 포함한 뉴저지주 민권법 집행을 담당하는 

주 정부 기관입니다. DCR은 고용, 주택 공급 및 공공 수용 장소 등에서 뉴저지 주민들을 차별과 편견에 기초한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LAD는 실제 또는 인식된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 장애 및 기타 보호된 특성에 기초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법률은 고용, 주택 공금 및 공공 수용 장소(비즈니스, 레스토랑, 학교, 여름 캠프, 의료 제공자, 정부 사무소 및 기관 등과 같은 

공공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적용됩니다. 

민원 제출 방법       

1
DCR에 민원을 제기하시려면, 먼저 접수 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 양식은 다음과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뉴저지주 편견 조사 액세스 시스템(NJ Bias Investigation Access System, NJBIAS)에서 계정을 만들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1.833.NJDCR4U로 연락하셔서 DCR 담당자에게 뉴저지주 편견 조사 액세스 시스템(NJ Bias Investigation Access

System, NJBIAS)에 양식 제출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다음 DCR 조사관이 해당 민원에 대해 관할권(예를 들어, 과거 180일 이내에 발생한 LAD 위반을 주장하고 있고 본 

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접수 면담을 위해 신청자에게 연락드립니다. 

►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DCR은 공식 민원 양식을 준비하고 신청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공식 민원에

서명하면, 신청자는 원고로 간주됩니다. 

3 
DCR은 원고의 민원을 피고—원고의 민권을 위반했을 수 있는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피고에게는 본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4 
그다음, DCR은 다음이 포함될 수 있는 조사를 수행합니다: 

► 원고, 피고 및 증인과 면담

► 관련 문서, 사진, 비디오 녹화본 검토

► 신청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 메시지와 같은 전자적으로 저장된 증거를 포함한 모든 관련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DCR은 법률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분쟁 해결  

DCR은 또한 해당 민원을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분쟁 해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발적 

분쟁 해결은 민원 또는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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