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VI 공개 공지 

 윌밍턴 지역 계획 위원회(Wilmington Area Planning Council, WILMAPCO)는 민권법 타이틀 

VI(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에 따라 인종, 피부색 및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운영됩니다. 

타이틀 VI에 따라 여타의 불법적 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누구나 

WILMAPCO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WILMAPCO의 민권 프로그램 및 민원 제기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02 – 737 – 6205 또는 

메릴랜드주 세실 카운티 무료 전화 888 – 808 – 7088를 이용하시거나 

wilmapco@wilmapco.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또는 100 Discovery Blvd. (Suite 800), 

Newark, DE 19713에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wilmapco.org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기관에 민원을 직접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o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Office of Civil Rights, Attention: Civil Rights Program Coordinator, 
East Building, 5th Floor – TCR, 1200 New Jersey Ave., SE, Washington, DC 20590 

o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Office of Civil Rights, 1200 New Jersey Ave. SE, 8th Floor E81-105, 
Washington, DC 20590 

o Maryland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itle VI Program Manager, Office of Diversity and Equity, 
702 Corporate Center Drive, Hanover, MD 21076 

o Delawar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Civil Rights Administrator, PO Box 778 Dover, DE 19903  

 If information is needed in another language, contact us at: 302 – 737 – 6205 or toll-free from 
Cecil County, Maryland: 888 – 808 – 7088. 

 Si requiere información en otro idioma, contáctenos al: 302 – 737 – 6205 o llame gratis desde el 
Condado de Cecil, Maryland: 888 – 808 – 7088. 

 如果还需要更多的中文或其他语言信息，请拨打 302-737-6205 或者马里兰 Cecil County 地区的

免费电话 888-808-7088. 

 જો અ ય ભાષામા ંમા હતીન જ ર હોય, તો અમારો અહ  પર સપંક કરો: 302 – 737 – 6205 સેિસલ કાઉ ટ  

પરથી ટોલ- : 888 – 808 – 7088. 

 다른 언어로 정보가  필요한 경우 302 – 737 – 6205 로 또는 메릴랜드주 세실 카운티 무료 

전화 888 – 808 – 708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i vous avez besoin d'informations dans une autre langue, contactez-nous au 302 – 737 – 6205 ou 
au numéro d'appel gratuit du comté de Cecil, Maryland: 888 – 808 – 7088. 

 



WILMAPCO 타이틀 VI 민원 처리 절차 

윌밍턴 지역 계획 위원회(Wilmington Area Planning Council, WILMAPCO)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WILMAPCO 타이틀 VI 

민원 제기 양식(WILMAPCO Title VI Complaint Form)을 작성 및 제출하여 타이틀 VI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WILMAPCO는 주장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180일 이내에 접수된 
민원을 조사합니다. WILMAPCO는 모든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것이 없는 완성된 민원을 
처리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WILMAPCO는 이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관할권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민원 
제기인은 담당기관 위원회으로 부터  본 민원의 조사 시행 여부를 알리는 확인 서한을 받게 
됩니다. 

WILMAPCO는 60일 동안 해당 민원을 조사합니다. 케이스 해결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WILMAPCO에서 민원 제기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원 제기인은 서신 
날짜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사건에 배정된 WILMAPCO 조사관에게 요청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민원 제기자가 조사관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조사관이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추가 
정보를 받지 못하면 WILMAPCO는 해당 사건을 행정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자가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해당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 제기자에게 종결 서한 또는 판결 서한(LOF) 중 하나를 
발행합니다. 종결 서한은 의혹되는 주장을 요약하고 타이틀 VI 위반이 없었으므로 케이스가 
종결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LOF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주장 및 인터뷰를 요약하고 
징계 조치, 직원에 대한 추가 교육 또는 기타 조치가 있을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민원 제기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서한 또는 LOF를 받은 날짜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Office of Civil Rights, Attention: Civil 

Rights Program Coordinator, East Building, 5th Floor – TCR, 1200 New 

Jersey Ave., SE, Washington, DC 20590 

•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Office of Civil Rights, 1200 New Jersey 

Ave. SE, 8th Floor E81-105, Washington, DC 20590 

• Maryland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itle VI Program Manager, Office 

of Diversity and Equity, 702 Corporate Center Drive, Hanover, MD 21076 

• Delawar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Civil Rights Administrator, PO 

Box 778 Dover, DE 19903 

 



WILMAPCO 타이틀 VI 민원 제기 양식 

섹션 I 

이름: 

주소: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직장): 

이메일 주소: 

이용 가능한 형식 

요건 

큰 활자  녹음 테이프  

TDD  기타  

섹션 II 

귀하는 본인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이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경우 섹션 III으로 이동하십시오. 

귀하의 민원 제기가 아닌 경우,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이름과 귀하와의 관계를 제공하십시오. 

 

 

제3자를 위해 민원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제3자를 대신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 당사자의 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 

섹션 III 

본인이 경험한 차별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해당되는 모든 사항 선택). 

 

[ ] 인종                          [ ] 피부색                                 [ ] 출신 국가 

 

주장된 차별의 발생 날짜(연, 월, 일): ________________ 

 

발생한 사건 및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하십시오.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명시하십시오. 귀하를 차별한 당사자의 이름 및 연락처(알고 있는 경우)와 모든 증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 추가 공란이 필요한 경우 본 양식의 뒷면을 사용하십시오. 

 

 

 

 

 

 

섹션 IV 

과거에 본 기관에 타이틀 VI 민원 제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섹션 V  



WILMAPCO 타이틀 VI 민원 제기 양식 

본 민원을 다른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 기관이나 연방 또는 주정부 법원에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요 

 

예인 경우,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 연방 기관: ________________ 

[ ] 연방 법원: ________________                [ ] 주정부 기관: _______________ 

[ ] 주정부 법원: ______________                [ ] 지방 기관: _________________ 

 

민원을 접수한 기관/법원의 연락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이름: 

직책: 

기관: 

주소: 

전화번호: 

섹션 VI(기관용 – 기입하지 마시오) 

민원을 접수한 기관명:  Wilmington Area Planning Council  

담당자:                  

직책: 타이틀 VI 책임자 

전화번호: 

 

민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서면 자료나 기타 정보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서명과 날짜를 기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서명         날짜 

 

아래 주소로 본 양식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Wilmington Area Planning Council 

100 Discovery Blvd (Suite 800) 

Newark, DE 19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