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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RIGHTS UNDER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 Civil Rights of 1964
states that “No person in the United States shall, on the
ground of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be denied the benefits of, or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under any program or activity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Title VI bars intentional discrimination as
well as unintended discrimination impact (i.e., a neutral policy
or practice that has a disparate impact on protected groups).
Title VI Statement of Policy: Augusta, Georgia is committed to a policy
of non-discrimination in its operations, including its responsibilities
under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Augusta, Georgia will
utilize its best efforts to assure that no person shall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be denied the benefits of, or be subject to
discrimination under any program that receives federal funds and
its related benefits on the grounds of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Responsibility: All Directors, managers, supervisors, and employees
share in the responsibility of making Augusta, Georgia’s Title VI
Program a success. Augusta, Georgia will ensure that third party
contractors and/or sub-recipients receiving federal funds shall
adhere to and implement this policy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Filing a Complaint: If you believe you have been subjected to
discrimination in any Augusta, Georgia service, program or activity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you may file a Complaint in
the Augusta, Georgia Administrator’s Office (Title VI Coordinator) at
(706) 821-2400; 535 Telfair Street, Suite 910 Augusta, GA 30901; the
Augusta Plann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 at (706) 821-1796,
535 Telfair Street, Suite 300 Augusta, GA 30901; or with the Augusta
Public Transit Department, 1535 Fenwick Street, Augusta Georgia
30904.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s: www.Augusta.gov
www.augustaga.gov/arts; www.augustaga.gov/232/Public-Transit.

1964 년 타이틀 VI 민권법 : 1964 제목 VI 시민의 권리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의 지상에, 참여에서 제외
될 수 없다의 혜택을 거부, 또는 “한다고 연방 재정 지원을받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차별의 대상. “제목 : VI 바 (보호
그룹에 서로 다른 영향을 즉, 중립적 인 정책 또는 관행) 의도적
인 차별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의 제목 VI 방침은 : 오거스타, 조지아 조지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활용, 1964 년 오거스타의 민권법의 타이틀 VI에
따라 책임을 포함하여 운영에 차별 금지의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없는 사람이하여야한다 그 참여에서 제외,의 혜택을
거부, 또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의 근거로 연방 기금 및
관련 혜택을 수신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차별의 대상이 될 수있다.
책임 : 모든 이사, 관리자, 감독자 및 직원 오거스타,
조지아의 제목 VI 프로그램의 성공을 만드는 책임을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오거스타는, 조지아는 타사 계약을 보장
및 / 또는 연방 기금을받는 하위받는 사람을 준수하고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이
정책을
구현해야한다.
불만을 제기 : 당신은 당신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받는
모든 오거스타, 조지아 서비스, 프로그램의 차별이나 활동을
실시하고 생각되면, 당신은 (706) 821에서 오거스타의
불만, 조지아 관리 사무소 (제목 VI 코디네이터)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400; 535 텔 페어 스트리트, 스위트 룸
(910) 오거스타, GA 30901; (706) 821-1796(706) 821-1796,
(535) 텔 페어 거리에서 오거스타 기획 개발부, 스위트 룸
(300) 오거스타, GA 30901; 이상의 내용은 오거스타 대중
교통학과, 1535 펜윅 거리, 오거스타 조지아 30904. 우리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Augusta.gov의 www.
augustaga.gov/arts을;
www.augustaga.gov/232/Public-Trans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