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bany, NY 12211

미국 장애인법 개요:
ADA에 따른 권리 및 합리적인 편의
1990년에 제정된 ADA(미국 장애인법)는 직업, 학교, 교통,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모든 공공 및 개인
장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입니다. ADA는 다양한 영역의 공적 생활과
관련된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섹션 I - 고용
•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고용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 또는 직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편의'는 고용주에게 '과도한 고난'(너무 큰 어려움이나 비용)을 유발하지 않는
변경 사항입니다. • 장애를 정의하고, 합리적인 편의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건강 검진 및 문의를 처리하고, 장애가 있는 개별 직원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 '직접 위협'으로 정의합니다. • 미국 평등한
고용 기회 위원회가 규제하고 시행합니다. http://www.eeoc.gov/laws/types/ d i s a b i l i t y . c f m

섹션 II - 공공 서비스: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인 '공공 단체'가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 장애인이 공공 단체(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가 평가 및 계획을 수행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 관행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구조적 장애를 식별하고, 청각, 시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요건을 약술합니다. • 미국 법무부가 규제하고 시행합니다.
http://www.ada.gov

섹션 III - 개인 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숙박시설 및 서비스
• 공공 편의 시설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공 편의 시설에는 호텔, 레스토랑, 소매점, 의원,
골프장, 사립 학교, 스포츠 경기장, 극장 등과 같은 개인 소유, 임대 또는 운영 시설이 포함됩니다. • 구조
변경, 신규 건설 및 장애물 제거에 대한 최소 접근성 기준을 설정합니다. 업체들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의 일상적인 방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합니다. • 업체들은 시각,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취해야 합니다. • 미국 법무부가
규제하고 시행합니다. http://www.ada.gov

섹션 IV - 통신
• 전화 및 인터넷 회사는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전화로 소통할 수 있도록 주와 주 사이 그리고
주 내에 전국적인 통신 릴레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연방 기금이 투입된 공공 서비스 발표에는
청각 장애인용 자막이 필요합니다. • 연방 통신 위원회에서 규제합니다. http://www.fcc.gov

서비스 지역 : 롱아일랜드 퀸스 스태튼 아일랜드 브루클린 맨해튼 브롱크스 로어 허드슨 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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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V - 기타 조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 면제, 보험 제공자와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보복 및 강압 금지, 불법 약물 사용,
변호사 비용 등을 비롯하여 ADA와 관련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한 조건 목록을 제공합니다.

교통
•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대중교통(예: 버스, 여객 열차 서비스)은 ADA 섹션 II의 적용을
받습니다. • 개인 기업(예: 택시 회사, 공항 셔틀, 도시 간 버스 운송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은 섹션 III의
적용을 받습니다. • 미국 연방 교통국은 대중교통과 ADA에 대한 정보, 가이드라인 및 규정을 발표합니다.
http://www.fta.dot.gov/ a d a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문의해주십시오. 미국 법무부, 민권국 (201) 514-4609/ 청각 장애인용 전화
기기(TTY) (202) 514-0716 또는 https://www.justice.gov/crt/disability-rights-section-responsibilities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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