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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대학(“UVA”)은 1972년 교육 수정법 9편, 수정된 1990년 미국 장애인법, 1973 재활법 504절, 1964년 

법이 요구하는바, 1973년 민권법 6편과 7편, 1964년 연령 차별 금지법, 주지사 행정 명령 제1호(2018) 그리고 

다른 해당 법과 대학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과 활동에 있어 피부 색깔, 성 정체성이나 표현, 결혼 여부, 출신 

국가나 민족, 소속 정당, 임신(분만과 이에 관련된 상태 포함), 인종, 종교, 성, 성적 지향, 퇴역 군인 여부 그리고 

가족의 의료 혹은 유전 정보에 근거해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UVA 학생과 직원 그리고 UVA 프로그램과 활동 참가자는 장애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편의나 조정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법, 재활법 그리고 관련 법과 규칙에 대한 문의를 도와주는 임무를 맡은 

사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균등한 기회 및 민권 사무실, ADA 코디네이터(Room 321, Dynamics 

Building, P.O. Box 400144, Charlottesville, VA 22904), 전화: 434-924-3200, 이메일: 

ADACoordinator@virginia.edu. ADA 코디네이터를 도와줄 임무를 맡은 부 ADA 코디네이터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균등한 기회 및 민권 사무실, ADA 코디네이터(Room 323, Dynamics Building, P.O. Box 

400144, Charlottesville, VA 22904), 전화: 434 924-3200, 이메일: ADACoordinator@virginia.edu.  

 

차별 금지 규정에 대한 문의를 도와주는 임무를 맡은 사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균등한 기회 및 민권 

사무실, 부총장보(P.O. Box 400219, Washington Hall), 전화: 434-924-3200, 이메일:  UVAEOCR@virginia.edu. 

 

9편 준수 목적을 위한 전체 코디네이터 임무를 맡은 사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9편 준수/9편 

코디네이터(O'Neil Hall, Room 037), 전화- (434) 297-7988, 이메일- titleixcoordinator@virginia.edu.  9편 

부코디네이터를 돕고 조사를 하는 임무를 위해 9편 부코디네이터도 정해졌는데, 그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O'Neil Hall, Room 027, 전화: 434-297-7988, 이메일: titleixcoordinator@virginia.edu. 

 

차별이나 괴롭힘 혹은 보복 행위를 보고하려면 균등한 기회 및 민권 UVA 사무실(이메일: 

UVAEOCR@virginia.edu)에 연락하십시오.  균등한 기회 및 민권 UVA 사무실 웹사이트에 보고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는 민권 교육 사무실(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균등한 기회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버지니아주 인권지부(Commonwealth of Virginia 

Division of Human Right) 그리고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에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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