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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COVID–19 팬데믹(COVID-19)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종 및 보건 격차가 

드러나게 되었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유색 인종 및 기타 소외계층에 소속된 

개인은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으며, 그 결과 COVID-19에 대해 더 큰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야기된 New Jersey 주의 소수민족 및 취약계층의 격차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Shavonda Sumter, Angelica Jimenez 및 Linda Carter와 같은 

하원의원은 COVID-19와 관련된 인종 및 보건 격차를 검토할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2021년 6월 11일 Murphy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뉴저지주 보건부(New Jersey Department of Health)가 운영하는 

New Jersey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COVID-19) 인종 및 보건 격차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태스크 포스)를 결성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23명으로 구성되는데 14명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일반인었고 이들 중 일부는 

입법기관의 추천으로 선정되었고 일부는 법안으로 구성된 요건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다양한 관련 부서에서 직권을 가진 

직원들입니다. 구성원들은 다양한 전문지식과 인종 및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태스크포스는 주지사와 입법기관에게 COVID-19로 인해 야기되거나 악화된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그러한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태스크포스는 권장사항을 제공하기 전에 팬데믹이 New Jersey 주의 

소수민족과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어떤 이유로 피해를 주었는지, 지역사회에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태스크포스는 COVID-19 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New Jersey 주의 소수민족과 취약계층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툴킷 소개 및 활용법 

이 태스크포스가 New Jersey 주 COVID-19와 관련된 인종 및 보건 격차를 

해소하는 권고안을 성공적으로 수립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New Jersey 주 주지사와 2023년 3월에 입법기관에게 제출할 

태스크포스 권고안에 주민들 사연과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툴킷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도록 고안되었습니다. 

1) 이 툴킷은 COVID-19의 피해를 입은 개인이 개인적 경험을 증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해관계자, 사회자, 의장이 지역사회, 기타 단체, 개인들과 

COVID-19 기간에 경험한 문제점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이 툴킷은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지역사회를 대표하여 

대화하는 동안 수집된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툴킷에는 태스크포스 입법 부문의 5가지 주력 분야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경험이나 지역사회의 대화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가지 증언 방법 
 
 

1) 직접 방문. 다음 중 한 곳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여 

구두로 진술(3분으로 제한)합니다. 

 

• Rutgers-Camden Campus 

o 위치: Campus Center, Multipurpose Room 
326 Penn St., Camden, NJ 08102 

o 날짜: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o 시간: 4:30 pm – 8:00 pm 

 

• Rutgers-Newark Campus 
o 위치: Rutgers New Jersey Medical School, Lecture Hall B552 

185 South Orange Ave., Newark, NJ 07103 

o 날짜: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o 시간: 4:30 pm – 8:00 pm 

 

• New Brunswick 
o 위치: DCF Training Academy 

30 Van Dyke Ave., New Brunswick, NJ 08901 
o 날짜: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o 시간: 10:00 am – 1:00 pm 

 

* 모든 직접 참석 공청회는 청취 전용 세션으로 라이브 스트리밍되어 다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할 

경우 또 다른 공청회(직접 참여 또는 온라인 참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청회에는 다음 

링크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https://linktr.ee/njcovid. 

https://linktr.ee/njcovid


2) 온라인으로 참여. 온라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하여 구두 

진술(3분으로 제한): 

• Zoom 미팅 
o 링크: https://us06web.zoom.us/j/85656596288 
o 날짜: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o 시간: 4:30 pm – 8:00 pm 
o 전화 상담 정보: US:  +1 929 436 2866 US 

 +1 646 931 3860 US 
 +1 301 715 8592 US 

o 미팅 ID: 856 5659 6288 
 

3) 서면. 본인의 서면 코멘트 또는 수집된 코멘트는 njcdtf@doh.nj.gov를 

통해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 코멘트는 3페이지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서면 코멘트를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기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New Jersey Department of Health 
Office of Minority and Multicultural Health 

55 N. Willow St., 4th Floor 
P.O. Box 360 

Trenton, New Jersey 08625-0360 
Attention: Aracely Macias 

https://us06web.zoom.us/j/85656596288
mailto:njcdtf@doh.nj.gov


주요 입법 분야 

다음의 주요 입법 분야는 태스크포스의 입법 주제를 정하며 증언할 분야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인종 및 보건 격차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 COVID-19의 피해를 심하게 입은 유색인종, 농촌 지역사회,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과 같이 다양한 계층의 개인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뉴저지주 소수민족 및 취약계층의 이야기와 의견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적 사연과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야나 여러 분야를 선택하거나, 분야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경우, 5가지 주요 입법 분야와 관련 질문을 미리 공유하여 

주민들이 대화에 참여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 데이터 시스템: 기존의 데이터 시스템을 개선하여 COVID-19 감염 및 

사망과 관련된 보건 정보에 특정 인종, 민족, 인구통계학적 식별자가 

포함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보건 커뮤니케이션: COVID-19 기간에 검사, 접촉자 추적, 백신 접종, 

기타 관련된 공중 보건 접근법과 관련된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 

전파하도록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국어 서비스를 비롯하여 의료 정보와 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모범 사례, 공유 서비스 또는 잠재적 파트너십의 기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3. 역사적, 제도적 불균형: COVID-19 기간에 뉴저지주 소수민족 및 

취약계층의 사망률을 악화시킨 인종 및 민족과 관련된 역사적, 제도적 

불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COVID-19가 이러한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단기적 후유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4. 사회적 보건 지표: 사람들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즐기고, 

종교 활동을 하는 환경에서 어떤 조건이 COVID-19와 관련된 건강 

위험 및 결과에부정적 영향을 주나요? 여기에는 COVID-19 기간에 

개인이 격리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조건과 개인 보호 장비 및 음식을 



포함한 리소스 분배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OVID-19는 이러한 환경적 조건에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여기에는 보육 서비스 이용 부족과 가정 폭력의 

만연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5. 신체/정신 건강 상태 및 의료 서비스의 격차: COVID-19 기간에 신체 및 

정신 건강 치료와 서비스의 품질, 이용 가능성 등과 관련된 문제에는 

무엇이 있나요? 뉴저지주 소수민족 및 취약계층에 소속된 필수 

근로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요? 



이해관계자/기관을 위한 기타 옵션 

다음은 개인적 사연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이거나 제출을 

격려하거나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개최할 수있는 

이벤트의 종류에 대한 몇 가지 예시입니다.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저희에게 

편리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공청회에서 공유할 방법을 결정하십시오. 

감시 모임 개최 

직접 참여하는 모든 공청회는 청취 전용 모드로 라이브 스트리밍됩니다. 

이해관계자는 구성원들을 소집하고 감시 모임을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미래의 공청회에 직접 

참여하여 구두 진술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태스크포스에게 마감 기한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시 

모임을 통해 관련 안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도록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단체는 마감 기한 내에 의견을 수렴하여 

태스크포스에게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 개최 

공개 토론이나 비공식적 대화를 개최하면 참여를 촉진하고 통찰력 있는 

토론과 관심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온라인, 직접 참여 또는 

양쪽을 혼합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접 모임을 개최할 때 위에 

설명된 주요 입법 분야와 질문(아래)을 활용하여 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토론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확보할 방법을 결정하십시오. 토론한 후에는 

본인의 이야기와 피드백을 제출해 주십시오.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십시오. 본인의 답변이 포함되도록 하려면 이메일 njcdtf@doh.nj.gov로 

2022년 12월 16일까지 공유해 주십시오. 답변을 제출할 때에는 단체 

이름(해당될 경우), 모임 개최 장소, 구성원의 수, 참석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예: 특정 도시의 구성원, 옹호단체, 의사 그룹) 등이 포함되도록 

하십시오. 

  

mailto:njcdtf@doh.nj.gov


증언/토론에 도움이 될 샘플 질문 
 
 

• COVID-19는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즐기고, 종교 

활동을 하고, 생활하는 장소 또는 지역사회 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 본인이 소속된 인종 및/또는 민족 때문에 COVID-19 관련 정보, 검사, 

백신 접종 및/또는 의료 서비스의 이용하는 데 불이익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팬데믹 기간에 취약계층을 더욱 잘 보살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위기 상황에 자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COVID-19 관련 사기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개인/이해관계자/단체/고용주가 미래의 공중 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범적인 조치는 어떤 것인지 제안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