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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아이오와 대학 cambus 교통 시스템
사무실 평등한 기회와 다양성의 불만 양식
cambus 교통 시스템은 아니 사람이 참여에서 제외 또는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에 기초 하 여, 1964 년 민권 법의 제목 6 에 의해 제공 되는 서비스의
혜택을 거부 보장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로 개정.
다음 정보는 귀하의 불만 사항을 처리 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 필요 합니다. 이 양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319-335-0705 를 호출 하 여 평등한
기회와 다양성의 사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완성 된 양식은 평등한 기회와 다양성, 202 jessup 홀, 아이오와 시티, IA 52242 의 사무실로 반환 해야
합니다. 불만은 혐의 사건의 180 일 이내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제목 VI 불만 양식:이 불만 사항은 다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레이스
색

사건의 날짜

국적

원고 이름

전화 번호

원고 주소 (거리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원고 성별: (하나 선택) 여성 남성 *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인종 (하나 선택)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인종에 상관 없이 쿠바,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중남미, 또는 다른 스페인 문화 또는 출신의
사람.
아니 히스패닉 이나 라틴계
레이스 (하나 이상 선택)
아메리카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출신: 북의 본래 사람들 어떤에 있는 근원이 있고는 사람
남아메리카 (중앙 아메리카를 포함 하 여)와 부족 합병 또는 지역 사회 부착을 유지 하는.
아시아: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군도, 태국, 베트남 등 극동, 동남 아시아, 또는 인도 아
대륙의 원래 민족의 기원을가지고 있는 사람.
검정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프리카의 까만 인종 그룹 어떤에 있는 근원이 있는 사람.
하와이 원주민 또는 기타 태평양 섬 들: 하와이주, 괌, 사모아, 기타 태평양 군도의 원래 민족에 기원을 가진 사람.
백색: 유럽의 본래 사람들, 중동, 또는 북 아프리카의 무엇이 든에 있는 근원을 있는 사람.
사람 (들) 차별 (만약 누군가가 원고 이외의)

이름 (들)
거리 주소, 도시, 주, 우편 번호

아이오와 대학 cambus 교통 시스템
사무실 평등한 기회와 다양성의 불만 양식

제발 혐의 차별 사건을 설명 합니다. 사용 가능한 경우 관련 된 모든 cambus 교통 시스템 직원의 이름과 제목을 제공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 누구를 설명 합니다. 가능한 경우,이 불만 사항에 설명 된 행위의
날짜 또는이 불만에 설명 된 행위를 알게 된 날짜를 추가 페이지에 첨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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