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및 차별금지 고지

● 중요! 본 문서는 귀하의 실업 수당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무료 번역 지원은 1.888.737.0259 로 문의하거나 상무부의웹사이트

des.nc.gov에서 확인하십시오. 본 문서는 귀하의 급부 또는 항소권에 관하여 하급 기관의 경우 10 일, 상급 및 사법 기관의 경우30 일 안에

항소 결정을 위해 귀하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이 서류에는 귀하의 실업 보상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화

● 1.888.737.0259로 전화하거나 des.nc.gov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무료 번역 지원을 받으십시오. 이 서류에는 귀하의 혜택이나 귀하의 항
소권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에는 저급 당국의 경우 10 일 이내에, 그리고 고위급 및 사법 당국의
경우 30 일 이내에 항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 1.888.737.0259 des.nc.gov 

● 콴 트롱! CACS) 타이 리유 네이 Chua의 끈 주석 VE 콴 트롱 티엔 BOI thý ng 그 니엡 쿠아 금지. 건초 고이 토이 1.888.737.0259의 HOAc
있도록 랑 테오 truy CAP 웹 치 ORT의 des.nc.gov 일 ðý c giúp dich의 thu t 풍채 피. 타이 리유 아니 대한 Co Chua의 끈 주석 콴 트롱 VE
CAC 푸크 로이의 HOAc 퀴옌 큐의 NaI §a BAN 대한 Co YEU CAU 금지 Phai TRA 로이 뉴 무온 큐의 NaI 퀫 ð nh 트롱 봉 10 ngày DOI VOI
공동 콴 에드 탐의 Quyen 캡 dý i VA (30) ngày 공동 도이 콴 VOI 공동 탐 퀴옌 캡 VA TREN 타이 콴 공동 pháp.

● ● 중요! 세륨은 문서 (들) contient / contiennent DES 정보의 concernant의 votre 중요한 할당 드 chômage. obtenir의 gratuitement à
1.888.737.0259 ou는 AU의 랑데부 쉬르 노 사이트 웹 Téléphonez 어 번역 엉 난 보좌관을 부어 des.nc.gov. 세륨 문서 peut contenir DES
정보 SUR VOS 중요한 할당 ou는 votre droit 쉬르 드 방임 아펠, 간략히의 peuvent, EN 캐스 드 결정 디부 아펠, nécessiter votre réponse
dans 레 10 jours가 레 autorités 부어 administratives 드 niveau inférieur 등 dans 레 30 jours가 부어 레 autorités judiciaires는 등
administratives 드 niveau 고등 그들 autorités.

상무부, 고용보장국 및 고용문제해결국은 해당 연방 시민권법을 준수하며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 연령, 장애, 성별을 토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상무부는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 연령, 장애, 성별을 이유로 개인을 배제하거나 차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상무부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장애인에게 무료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적격 수화(ASL) 통역자

● 기타 양식의 서면 정보(대형 인쇄물, 오디오, 사용 가능한 전자 형식, 기타 형식)

● 적격 통역자나 타 언어로 작성된 정보를 비롯하여 주요 언어가 영어가 아닌 개인에 대한 무료 언어 서비스

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 서비스 1.888.737.0259 로 문의하십시오. 

상무부, 고용보장국 및 고용문제해결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 연령(40 세 이상), 장애, 유전 정보, 

종교, 성별, 정당 가입을 토대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하는 아래 연락처로 이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락하여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Legal Services Section 다음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 이메일 : grievance@nccommerce.com; 전화 : 1.888.737.0259; 또는 우

편으로 : Legal Services Section, P.O.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아울러 시민권고발처 포털 https://ocrportal.hhs.gov/ocr/portal/lobby.jsf 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U.S. Department of Labor, Frances Perkins 

Building, 200 Constitution Ave NW, Washington DC 20210, 전화:1.866.487.2365 를 통해 우편으로 또는 전화로 미노동부 시민권처에 

시민권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 양식은 des.nc.gov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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