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브로셔는 앵커리지 평등권 위원회가 제공합니다. 추가 사

본 및 기타 출간물을 보시려면 저희 사무실에 343-4342로 전

화하거나 www.muni.org/aerc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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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West 6th Avenue, Suite 110 
Anchorage, Alaska 99501 

 

차별 고충 핫라인  
(907) 343-4343 

 

귀머거리 또는 청력이 부족한 경우 

알래스카 릴레이 서비스 711로 전화

하십시오 
 

팩스: (907) 249-7328 

이메일: AERC@muni.org 

www.muni.org/aerc 

        :앵커리지 평등권 위원회 

역사 
 

앵커리지 평등권 위원회는 시장이 지

명하고 앵커리지 시의회가 비준한 9명

의 위원이 운용합니다. 

 

위원회는 시 법령의 제 5장에 따라서 

시의 지리적 경계 내에서 불법적인 차

별을 예방 및 제거하는 임무를 가진 시 

법령 집행 기관으로 1975년 앵커리지 

헌장에 의해 수립되었습니다. 

고충 입수 

고충 해결 공평한 조사 

실질적 증거 없음 실질적 증거 

종료된 고충 

고충자가 재심의 

항소 가능 

조정 

공청회 

위원회가 명령을 발급 

명령을 상급 법원에 

항소 가능 

해결된 고충 

조사로 발견한 사실 

진상조사 컨퍼런스 

AERC 고충 절차 

차별 고충 핫라인 

(907) 343-4343 
무료 및 기밀 서비스 

통역 제공 가능 

방문 환영 



 인종 

 종교  

 출신국 

 피부색 

 성별 

 성 주체성  

 성적 지향  

 임신 

 친자관계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결혼 여부  

 연령  

 보복  

앵커리지 평등권 위원회 및 직원들은 다음 

사항에 기초하여 불법적 차별 또는 희롱으로 

의심되는 고충을 공평하게 조사 및 해결하여 

법령을 집행합니다: 

집행 및 교육을 통한 차별 

철폐 

다음 분야에서 차별은 불법입니다: 

 고용 

 주책  

 공공 숙박 

 시정의 실행  

 교육 기관 

 금융 기관 

앵커리지 시의 경계 내에서 (거드우드

에서 에크루트나) 사업을 영위하는 모

든 사업체는 이 법에 준수해야 합니다. 

차별은 불법입니다! 

앵커리지 평등권 위원회가 어

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신이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

되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직원

이 귀하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듣고 

귀하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서 조언할 

것입니다. 
 

AERC 사무실 전화번호: (907) 343-4342 

어떻게 고충을 제기하나요?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고

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ERC 직원이 

귀하의 우려 사항을 들은 후에 고충 제

기 준비를 도울 것입니다.  
 

고충을 제기한 후에 무슨 일

이 있나요? (뒷면의“AERC 고충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가

능하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회의가 예

정됩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결정을 내릴 때까지 조사가 계속됩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AERC의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