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팔꿈치 안쪽에 대고
기침하십시오

3~6피트
떨어져서
지내십시오

아프신가요?
집에
머무르십시오

6피트

공중보건부

공포가 아닌 사실을 전합시다
오리건 주에서는 COVID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차별
및 괴롭힘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사업
및 기타 기관들이 편견이나
외국인 혐오가 아닌 사실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차별
중요합니다. 보건 당국은
COVID-19 감염과 사람의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종교, 능력
및 출신 국가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COVID-19에
노출된 누구든 감염될 수 있고, 누구든지
COVID-19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능력 및 출신 국가가 COVID-19
감염에 잘 걸리게 한다는 두려움 또는
믿음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모든 오리건 주민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또는 기타 보호받는 계층에
기반한 어떠한 구분, 차별 또는 제한
없이 공공 시설 어디든 접근하는데
완전하고 평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숙박시설, 혜택, 시설 또는
특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리건 주 사법부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원주민들이 지역
식당, 호텔 및 의료 기관을
이용하려고 할 때 COVID-19
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입장 거부, 서비스 거부 또는 더 적은
서비스를 받았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종, 피부색, 장애,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의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느끼거나
목격하신 경우, 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건 주에서는
https://www.doj.state. or.us/oregondepartment-of-justice/bias-crimes/
report-a-hate-and-bias-crime/ 에서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1844- 924-2427로 전화하여 오리건 주
사법부에 연락하십시오.
오리건 주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 DOJ)와 협력 단체가 이 행위를
처리할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공공 시설은 공공으로 제공되는 장소
또는 서비스 “상품, 서비스, 숙소, 오락,
교통이든 그 외 다른 것과 비슷한 것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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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기.
https://www.doj.state.or.us/consumer
-protection/sales-scamsfraud/report-scams-fraud/

신고하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기타 보호
계층에 근거한 COVID-19 관련 차별
또는 괴롭힘을 신고하십시오. 예: 특정
인종의 사람을 사업장에 못 들어오게 함.
위험에 처해 있거나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911 또는 지역
경찰국에 먼저 전화한 다음
https://www.doj.state.or.us/oregondepartment-of-justice/biascrimes/about-the-law/ 에
신고하시거나 844-924-BIAS에
전화하십시오.

COVID-19 치료법 사기 판매를
신고하십시오. 현재 COVID-19에 대해
알려진 치료법은 없습니다.
https://www.doj.state.or.us/consumer
-protection/sales-scamsfraud/report-scams-fraud/
신고는 조사될 것입니다. 일부 조사는
COVID-19 관련 인력 부족 때문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DOJ는
조사할 것입니다.

차별 대우를 기록하기 위해:

생존자 지원하기

다음을 메모하십시오. 날짜, 위치 및
사업장 주소, 사업장 이름, 입장 및
서비스를 거부한 사람의 이름, 또는
여러분에게 취해진 조건(예: 방을 빌려
주기 전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요구)
및 서비스를 거부한 타당한 이유. 또한
목격자 이름을 명단에 적고 가능하면
사진을 찍으십시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https://www.oregon.gov/boli/CRD/Pa
ges/Public-AccommodationQuestionnaire-(English)-.aspx를
방문하십시오

공감하여 들어주고, 자원을 적절히
나누며, 위의 DOJ 보고 라인에
연결해줌으로써 COVID-19 관련 차별의
생존자를 지원해 주십시오.
가정 밖에서 사람 간 최소 6피트
유지하기를 기억하십시오. 가능하면,
대면하는 대신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허위 정보를 멈춰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COVID-19가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능력 또는 출신
국가와 관련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오리건 주 보건 당국 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와 같이 COVID-19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사람들에게 알려

바가지요금 신고하기
바가지요금을 신고하십시오. 예: 휴지
또는 손소독제와 같은 제품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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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다른 언어, 큰 글자, 점자 또는 다른 선호하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부 971-6730977으로 문의하십시오. 당국은 모든 통신중계 전화를
받고 있으며, 아니면 711번으로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OHA 2258A Korean (03/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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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니다.
http://healthoregon.org/coronaviru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
9-nCoV/index.html
위기 상황에서 특히,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만큼
외국인 혐오, 인종 차별 및 차별이
확산되는 것을 멈추는 데 계속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COVID-19 감염 확산을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편견과 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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