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EM 시민의 권리와 환경 정의
불만보고 및 조사 과정
이것은 그들은에 기초하여 환경 경영의 알라바마 부 (ADEM)에 의해 판별 된 적이 대해 믿을만한
이유가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기위한 것입니다 :


경주;







색상;
국적을;
장애;
나이; 또는
섹스.

다음은 적절한시기 적절한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5.135와 7.90 §§ 40
CFR을 준수하고, 조사하고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에 그러나,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포럼에서 어느.
불만 제출
A. 차별 신고 불만.
(1) 신청인은 1400 콜로세움 넓은 길, 몽고메리, 앨라배마 36110‐2059에 위치 ADEM에서
ADEM의 제목 VI / 환경 정의 (EJ) 코디네이터에 기록 된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DEM 메일 주소는 P.O.입니다 상자 301463, 몽고메리, 앨라배마 36130‐1463.
(2) 불만이 없습니다 또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 할 수없는, 그러나 종교 차별을 조사하기 위해
ADEM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차별의 언어 적 불만은 (334) 271‐7700에서 EJ 코디네이터를
호출하여 ADEM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ADEM 필요한 경우, 서면 구두로 불만을
변환하는 사람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원이 인터뷰됩니다. 모든 불만은, 그러나, 신청인
또는 그 / 그녀의 대표자가 서명해야합니다.
(3) 불만 혐의 차별 행위의 90 일 이내에 ADEM에서 제목 VI / EJ 코디네이터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ADEM 당신이 고소인이 파일에 오류가 기반으로하고 있음을 입증 할
수있는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90 일의 기간을 면제 할 수있는 권한이 "좋은
원인을."고소인이 포기를 요청하고자하는 경우, 고소인 상세한를 제출해야합니다
고소인이 차별의 혐의 행위 (들)로부터 9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이유를 서면
설명 설명.
B. 불만 형식.
(1) 모든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고소인 또는 답변‐전에 수 ADEM 그 / 그녀의
대표자가 서명해야합니다. 불만하여야한다 :
a. 특이도가) 작업을 설명으로 추정되게 의도적으로 차별 또는 40 CFR 파트 5, 7을 위반 한
차별을 초래할 즉,

b. b.특이 설명으로 추정되게 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조치 (들)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과
c. 대상 당사자 주장 차별에 의해 영향을, 또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확인합니다.
(2) ADEM은 ADEM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그 열 일 이내에 서면 승인과 고소인 또는 그 / 그녀의
대표를 제공합니다.
C. 관할 및 조사 훈장의 결정.
불만 및 혐의 민권 위반자 (들)에 의해 제공하는 추가 정보의 정보를 기반으로 EJ 코디네이터,
ADEM이 문제를 추구하는 관할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불만 여부 조사를 보증하기에 충분한
장점이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인지 여부를 판단은 ADEM에 의해 고소를 접수 한 후 15 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불만이되지 않은 경우로 조사를 meriting로 간주한다 :
(1) 분명히 경솔 또는 사소한로 얼굴에 나타난다;
(2) 관할 구역 및 조사 장점, ADEM 자발적 위반 및 결정을 위해 할당 된 시간 내에 적절한 교정
조치를 동의 또는 고소인과의 비공식 해상도를 도달 걸릴 동의합니다;
(3) 관할의 결정 및 조사 장점, 고소인 인출 불만을 만들기 위해 할당 된 시간 내에; 또는
(4) 그것은 적시하지 않고 좋은 원인은 요구 사항을 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사국
제목 VI / EJ 코디네이터가 불만을 승인하는 경우, 코디네이터)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을
지정합니다. 40 C.F.R.의 규정의 관점에서 모든 정보를 검사 한 후 파트 5, 7, 연구자는 연구 결과 및
권고에 보고서 초안을 것입니다.
A. 신청인의 추가 정보 요청.
고소인이 관할 또는 조사 장점의 결정에 제출하고 싶지 않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있는 경우,
ADEM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있다. 이 요청은 ADEM에 의해 고소를 접수 한 일을 근무하며 파티가
원래 요청 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15) 내에서 이루어질 수.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고소인의 실패는 더 조사 장점을 잘 원인 결정에 고려 될 수있다.
B. 타사 엔티티와 관련된 정보 요청
타사 엔티티와 관련된 불만의 경우; 예를 들면 서브받는 사람, 허가 신청자 또는 permittee은
ADEM는 불만이‐된 불만이 완료되었음을 불만에 제공되는 서면 통지의 시간보다 더 이상 수신되지
그건 타사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ADEM이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 시점에서, ADEM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타사 엔티티를 요청합니다. ADEM는 타사 엔티티 및 불만 사항을 해결
신고자가 제공 한 정보를 사용합니다.

불만 처분
불만을 접수 180 일 이내에 관리자의 사무실 승인 서면 결정을 발행하거나 조사 보고서에서 수행
한 연구 결과 및 권고를 비 승인됩니다. ADEM이 구현되며, 권장 사항은 관리자의 사무실에 의해
승인했다. 불만의 결과의 처분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40 C.F.R.에 따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음 대신 ADEM의 불만 처리 절차를 다음의 미국 EPA,
인권의 사무실, 1200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N.W., 메일 코드 1201A, 워싱턴, DC 20460‐1000로 파트
5,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