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법률
로 보호소 내�차별�
및 괴롭힘은 �금지
됩니다

캘리포니아 공정 주택법은 긴급,�야간 및 임시�
대피소를 포함한 모든 보호소에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민권 부서(Civil�Rights�Department,�
CRD)은 실제 또는 인지된 다음 사항을 바탕으로�
하는 보호소 내의 불법 차별 및 괴롭힘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하는 법률을 시행합니다.
• 혈통, 출신국
• 시민권*
• 정신 또는 신체장애
• 가족 상태
• 성 정체성, 성 표현
• 유전 정보
• 이민 상태*

성희롱 보호소 직원과 거주자 사이, 또는 거주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희롱은 불법입니다.  성희롱에는 보호소에 머무르기 위한 
성행위 또는 성적 행위에 대한 요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성희롱에는 
보호소에서의 거주를 어렵게 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기타 
불쾌한 성행위도 포함됩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소는 프로그램 참가자들 사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 표현에 근거한 보호: 보호소 내에서 개인의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에 근거해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에는 트랜스 젠더와 논바이너리가 포함됩니다. 
보호소는. 

 * 언러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에 따라 적용되며, 이는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주거 시설에 적용됩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거주 자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호소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호소는 귀하의 몸(
신체)에 대한 정보나 성 정체성에 대한 신체적 또는 의학적 증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호소는 모든 거주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호소는 장애인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소에 직접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에서 거주하고 보호소를 이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규칙 및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 상태,�시민 상태,�주요 언어,�출신국: 노숙자 보호소는 보호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민 상태, 시민권 상태, 주요 언어 또는 출신국에 
따른 다른 대우를 누구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은 캘리포니아의 공정 주택 민권법에 따라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보호 제도에 근거하여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불만 사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CRD 불만 사항은 마지막으로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합당한 편의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 CRD는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전화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
(711)를 통해 접수 내용을 문자로 전환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아래 
연락처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 제기
민권 부서
수신자 부담: (800) 884-1684
TTY: (800) 700-2320 
calcivilrights.ca.gov/complaint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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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兵役和退役状况
• 母语*
• 种族、肤色
• 宗教信仰
• 性别
• 性取向
• 收入来源

이 지침의 추가 번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www.calcivilrights.ca.gov/posters/housing

http://www.calcivilrights.ca.gov/posters/Hou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