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브루클린에서 쫓겨나지 마세요.

없어지기 전에 // 되찾아가요!
Don’t Let Gentrification Force You Out of Brooklyn! We say

Before It’s Gone // Take It Back!
#NoEvictionZone

#MyNYCLandLord

• 집주인이 횡포를 부리거나 세입자 기본 권리를 침해 하는 것 같나요?

• 집주인이 혹시 집수리를 거부하거나 가스, 히터, 온수 같은 난방시설
#NOEVICTIONZONE
#MYNYCLANDLORD
을 보수 유지 및 제공을 거부하고 있나요?

• 본인이 과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지 또는 아파트가 렌트 컨트롤 (

• Being harassed by your landlord or feel like your rights as a tenant are being violated?
임대료 안정법)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나요?

• Have a landlord who refuses to make repairs or denies you gas, heat, or hot water?

• 브루클린주민으로서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에 인한 렌트비 인상 때문

• New to Brooklyn and unsure if you
are being
for고민하고
rent or 계시나요?
if your apartment
에 결국엔
이사 overcharged
해야 하지 않을까
is rent-stabilized?
없어지기 전에 // 되찾아가요!
• Lived in Brooklyn a long time and afraid you might get priced out due to gentrification?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서 싸우는 브루클린 문서화 프로
젝트 (B4G) 는
브루클린 젠트리피케이션 위기에 대응하는 웹 기반 및
지역사회 기관입니다.
B4G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 퇴거 반대 지역”을 결성하여서 브루클린 주
민들이 집에
계속GONE
거주 할수
BEFORE
IT’S
//있도록
TAKE도와드리겠습
IT BACK Documenting Brooklyn - Fighting
니다.
Gentrification
(B4G) is a neighborhood and web-based response to
2. 주민들에게 법률, 주택과 지역사회 조직 자원을 제
the crisis of gentrification in Brooklyn. B4G‘s main goals are to:
공 할 수 있는 최초의 젠트리피케이션 반대 기관을
만들고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킹
이용해
1.
Organize
“No Eviction
Zones”서비스를
that keep
Brooklyn residents in their homes and
서 브루클린 일상생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Create the first ever anti-gentrification website hub and social media platform to document Brooklyn
as퇴거
well또는
as provide
vital 겪
legal, housing, and community organizing
집주인/임대인의
횡포,life
강제
기타 문제를
resources.
고 있다면 연락을 주세요.
한국말 : (111)111-1111

If you are experiencing tenant harassment, eviction, or any other issues and want to
meet with a Before Its Gone organizer, please contact us:
B4G@equalityforflatbush.org
(646) 820-6039
En español: (513) 445-8532
www.beforeitsgone.co
BeforeItsGoneTakeItBack

En Kréyol: (707) 200-3692
Lindi ak Mèkredi 11a-3p
#BeforeItsGone

@EqualFlatbush
EqualityforFlatbush

이곳은 강제 퇴거 반대 지역입니다
B4G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도움을 받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on’t Let Gentrification Force You Out of Brooklyn! We say

1. 법률, 주택 및 지역사회 조직 자원과 도움을 받으세요:
브루클린 임대인, 주택 소유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횡포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으시
거나 주택, 법률 및 사회 조직 자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flatbushequality@gmail.com (646) 820-6039

Before It’s Gone // Take It Back!
#NOEVICTIONZONE #MYNYCLANDLORD

2. #NoEvictionZone (강제퇴거 반대 지역)의 리더가 되세요:
저희 기관 B4G 활동가와 만나서 같이 지역사회 조직화 전략을 세워주세요. 주민 상대로 갑
질 횡포,
도시재생
개발자,
또는or
임대료
상승에
이사
가는
현상을
•
Being 대규모
harassed
by your
landlord
feel like
your인해서
rights 쫓겨나는
as a tenant
are
being
violated?
막기
위한a대책을
같이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Have
landlord
who
refuses to make
repairs or denies you gas, heat, or hot water?

New to Brooklyn
unsure 소셜
if you네트워킹
are being
overcharged
rent or if your apartment
3. •
탐욕스러운
임대인과 and
개발자들을
사이트에
폭로해 for
주세요:
is rent-stabilized?
저희
프로젝트 해시태그 #MyNYCLandlord를 통해서 정비와 수리를 안 하고 있는 임대인의
•
Lived비디오와
in Brooklyn
a long
and afraid
you might get priced out due to gentrification?
갑질을
사진과
함께time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해시태그 #MyNYCLandlord를 통해서 정비와 수리를 안 하고 있는 임대인의
갑질을 비디오와 사진과 함께 폭로하고 있습니다.
4.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희 B4G 괴롭힘 문서화 팀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오디오, 비디오 또는 사진을 찍
어서 젠트리피케이션 반대 공익 광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사회의 생각
을 바꿀 수 있습니다.

BEFORE IT’S GONE // TAKE IT BACK Documenting Brooklyn - Fighting

5.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B4G 네트워크에 가입하세요:
Gentrification
(B4G) is a neighborhood and web-based response to
저희 기관을 통해서 수백 명의 브루클린 전역 거주자들과 네트워크하고 공유하여 임대인
the
crisis
of gentrification
Brooklyn.
B4G‘s
main goals
are to:
횡포와
급상승하는
임대료를 어떻게in맞서
싸울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인해 생기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강제 이주 혹은 강제 퇴거를 반대하고 브루클린의
1. Organize “No Eviction Zones” that keep Brooklyn residents in their homes and
저렴한 주택을 구하기 위한 싸움에 동참해 주세요
2. Create the first ever anti-gentrification website hub and social media platform to document Brooklyn life as well as provide vital legal, housing, and community organizing
없어지기
전에 // 되찾아가요!
resources.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서 싸우는 브루클린 문서화 프로젝트 (B4G) 는 Equality for Flatbush기관의 브루
클린 지역 프로젝트입니다.
If you are experiencing tenant harassment, eviction, or any other issues and want to
meet with a Before Its Gone organizer, please contact us:

B4G@equalityforflatbush.org
(646) 820-6039
En español: (513) 445-8532
www.beforeitsgone.co
BeforeItsGoneTakeItBack

En Kréyol: (707) 200-3692
Lindi ak Mèkredi 11a-3p
#BeforeItsGone

@EqualFlatbush
EqualityforFlatbu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