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장 대상자에 대한 통지 

패서디나시 교통 관리부

Pasadena Transit 및 Pasadena Dial-A-Ride 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패서디나시 교통 

관리부는 1964 년 시민권법 제 6 장에 따라 누구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서비스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서비스 혜택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64 년 시민권법 제 6 장뿐만 아니라 패서디나시 교통 관리부는 성별, 나이, 

장애, 종교, 건강 상태, 혼인 상태 또는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불만 제기 양식을 작성하려면 www.pasadenatransit.net 를 

방문하거나 (626)-744-4055 번으로 전화하세요. 

http://www.pasadenatransit.net/


시민 권리 불만 제기 양식 

패서디나시 교통 관리부

Pasadena Transit 및 Pasadena Dial-A-Ride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패서디나시 교통 관리부는 

1964년 시민권법 제 6장에 따라 누구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서비스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서비스 혜택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64년 시민권법 

제 6장뿐만 아니라 패서디나시 교통 관리부는 성별, 나이, 장애, 종교, 건강 상태, 혼인 상태 또는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Pasadena Transit 또는 Dial-A-Ride 의 위법적인 차별 행동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누구나 이 양식을 사용하여 패서디나시 교통 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6장 불만 

사항은 해당 차별 혐의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불만 제기자는 패서디나시 교통 관리부의 시민 권리 불만 제기 절차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과 관련된 불만을 연방교통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 인권 사무실 
(Attention Title VI Program Coordinator, east Building 5th Floor TCR, 1200 New Jersey  Ave., SE, 

Washington DC, 90590)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섹션 1 

이름: 

주소: 

(지번, 길 주소, 건물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직장): 

이메일: 

지원 형식 필요 사항(해당 사항에 원으로 표시): 

큰 활자체 음성 테이프 TDD 기타 

기타를 선택한 경우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섹션 2 

이불만 사항을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건가요?(한 가지 대답에 원으로 표시)

예* 아니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 섹션 3으로 이동하세요.

"아니요"라고 대답한 경우, 불만 제기를 대신하는 사람의 이름과 관계를 알려주세요. 

이름: 관계: 

타인을 대신해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타인을 대리해 제출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예 아니요 

섹션 3 

본인이 차별을 당한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원으로 표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나이 

장애 종교 건강 상태 혼인 상태 성적 지향 

해당 차별 혐의의 발생일(월/일/연도): ___/___/_____ 
발생한 일과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해주세요. 관련된 모든 사람을 

설명해 주세요. 본인을 차별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목격자(있는 

경우)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함께 기재하세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면 이 양식에 별지를 

추가하세요. 

섹션 4 

이전에 패서디나시에 제 6장 불만 사항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섹션 5 

이불만 사항을 다른 연방, 주 또는 지방 기관이나 연방 법원 혹은

주 법원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예’라고 대답한 경우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원의 이름을 모두 알려주세요. 

연방 기관 연방 법원 

주 기관 주 법원 

지방 기관 

불만 사항을 제기한 기관/법원의 담당자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이름: 직함: 

기관: 전화번호: 

주소: 

(지번, 길 주소, 건물 

시, 주, 우편번호) 



불만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서면 자료나 기타 정보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서명과 날짜를 기입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서명  날짜 

아래 주소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이 양식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Transit Manager/ Customer Relations 
City of Pasadena Transit Division 
221 E. Walnut St., Suite 210 
Pasadena, CA 91101 

제 6 장 대상자 안내, 조사 절차, 제 6 장 정책에 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려면 

http://www.pasadenatransit.net 를 방문하거나 정상 근무 시간에 위에 기재된 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세요. 

다른 언어로 정보를 받으려면 (626) 744-4055 번으로 전화하세요. 

Si se necesita información en otro idioma, por favor llame al (626) 744-4055. 

如果信息是需要用另一种语言，请致电 (626) 744-4055. 

Եթե տեղեկատվությունը անհրաժեշտ է այլ լեզվով, խնդրում ենք զանգահարել (626) 744-4055. 

http://www.pasadenatransi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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