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인권사무소(OHR)는 다른 DC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3 월 18 일, 

수요일부터 인권사무소는 DC 의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시민들에게 가상(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인권사무소(OHR)에서 다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 차별대우 고발 접수: 3 월 18 일부터 차별대우 고발 질의서(discrimination complaint questionnaires)는 

우편을 통해서만 인권사무소에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질의서는 인권사무소 웹사이트, 팩스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ohr.intake@dc.gov)로 보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권사무소는 일시적으로 직접 

방문 접수는 중단합니다.  

• 우편 접수:  비상사태 동안, 인권사무소에서는 우편으로 받은 고발장 접수일을 우표에 도장이 찍힌 

날짜에 영업일로 5 일을 더한 날짜 또는 고발장에 서명한 날짜에 영업일로 5 일을 더한 날짜로 정할 

것입니다. 인권사무소 소장은 비상사태로 인해 필요한 경우 재량에 따라 이와 같은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인터뷰: 3 월 17 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인권사무소와의 모든 접수 인터뷰 스케줄은 

전화로 이루어지거나 고발인의 요청이 있을 시 추후 날짜로 일정을 조정할 것입니다.  

• 공증:  2020 년 3 월 18 일, 수요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고발인들은 차별대우 혐의 (Charge of 

Discrimination)를 공증 받을 필요는 없지만 혐의는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서명해야 합니다. 

• 중재 컨퍼런스: 3 월 18 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재 컨퍼런스가 예정된 당사자들은 

비디오 컨퍼런스로 진행하거나 향후 다른 날짜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질 것입니다. 중재 

세션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ohr.mediation@dc.gov 으로 연락하십시오.   

• 인권 청문회 위원회: 3 월 16 일부터 위원회 청문회나 화의조정 회의 (settlement conference)는 

연기되거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회의 케이스나 청문회 날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commission.cohr@dc.gov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케이스 상태 업데이트: 인권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케이스 관련 당사자들은 이 기간 동안 

이메일(ohr.investigations@dc.gov)이나 본인의 케이스를 담당하는 인권사무소 담당관에게 케이스 

상태에 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태가 인권사무소 실제 사무실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3 월 18 일부터 인권사무소는 인터넷상에서 업무를 보게 되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권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질문과 향후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는 202-727-4559 로 

전화하시거나 ohr@dc.gov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coronavirus.dc.gov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