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6 차별에 대한 불만 제기 절차: 불만 제기 방법 

배경: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교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이틀 6을 준수하기 위해 위원회는 타이틀 6의 적용을 받는 관련 

활동을 식별하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관행을 통합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타이틀 6 

불만 제기 절차 방법입니다 . 

불만 제기 절차: 

위원회는 1964 년 민권법 제 6호에 의거하여“미국에 있는 그 누구도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관련 연방법과 주법은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취향 및 연령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 성별, 장애 또는 나이를 이유로 차별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건 발생 후 180일 이내에 차별 금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이 궁금하시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행정 및 재정 

관리 부국장 Zilan Chen 에게 (916) 654-4245로 연락하거나 ctc@catc.ca.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 불만 제기 양식은 상단에 명시된 전화 번호 또는 

웹사이트(www.catc.ca.gov), 그리고 1120 N Street, MS 52, Sacramento, CA 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위원회는 불만 제기자의 연락처 정보, 

차별 혐의에 대한 상세 정보 및 불만 제기자의 서명이 모두 포함된 불만 사항만 

처리합니다. 

위원회는 접수된 불만 사항을 평가하고 조사를 위해 타이틀 6과 관련된 모든 불만 사항을 

Caltrans 에 전달할 것입니다 . 주정부 전용 활동과 관련된 불만 사항의 경우 해당 활동이 Caltrans 

또는 위원회 중 어디에서 수행될지 결정됩니다. Caltrans 관련 활동의 경우, 불만 사항은 조사를 

위해 Caltrans 타이틀 6 코디네이터에게 전달됩니다 . 위원회 관련 활동의 경우, 불만 사항을 

평가하여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부에 전달할지 , 또는 위원회의 평등 고용 기회 차별 불만 

사항 권리 및 절차 정책에 따라 처리할지 결정합니다 . 

불만 사항은 담당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타이틀 6의 경우, 불만 사항은 미국 교통부 

민권 사무소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주소는 East Building, 8th Floor E81-105, 1200 New Jersey 

Ave., SE, Washington, DC 20590 입니다 . 주정부 전용 활동과 관련된 불만 사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부에 온라인 (www.dfeh.ca.gov) 또는 2218 Kausen Drive, Suite 100, 

Elk Grove, CA 95758 로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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