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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에 따라 사업소에 대한 중요한

권고 정보를 귀하에게 송달합니다.
이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사법위원회를 통해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시각 장애인은 사법부 웹사이트, www.courts.ca.gov 에서 본 양식을 읽는 데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귀하는 본 문서와 함께 받은 서면 요구서 또는 법원 이의신청서에
유사하거나 비슷한 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의 성별에 따라 차별된 가격을 부과하였다고 주장되었기에
본 정보를 송달받았습니다.

귀하는중요한법적 의무를보유하고 있습니다.주법에 의거하여 사업소는 고객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서비스에 동일한 가격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주법은 또한특정 사업소의 경우 고객에게 제공되는 각 표준 서비스의 가격표를 분명하고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문서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격표 게시 요건은 다음과 같은
사업소에 적용됩니다:

(1) 재단사 또는 구매 후 옷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
(2) 이발소 또는 미용실
(3)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라이클리닝 및 세탁소
귀하는중요한법적 권리를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와 함께 송달된 서면 요구서 또는 법원
이의신청서에 주장된 내용은 법원이 귀하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귀하가
벌금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면 요구서 또는 법원 이의신청서와 함께 본
권고 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는 서면 요구서나 법원 이의신청서예 대해 귀하가 선택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보험을 갖고 있다면 보험 제공업체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일 수 있지만, 법원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았을 경우, 스스로 변호를 하고 필요한 법정 문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를 변호할 변호사를 고용했을 경우, 변호사에게 즉각 알려야 합니다.

법원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았을 경우,귀하는 이의신청서가 침부된 별개의 권고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통지서에는 특정 조건에서 귀하에게 적용 가능한 특별 선택 사항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알아야할다론내용
상이한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부과할 수 없는 경우: 1995 년 성별 세 폐지법 (GenderTaxRepealAct)
(캘리포니아 민법전 51.6조)에 의거하여 사업소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성별에
따라 상이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하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난이도 또는 비용에 구체적으로 기반하여 상이한 가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페이지 2 중 1

Form Adopted for Mandatory Use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GDC-001 K [New January 1, 2019]

피청구인에 대한 권고 통지문

Civil Code, § 55.62
www.courts.ca.gov

피청구인에 대한 권고 통지문
주법에 따라 사업소에 대한 중요한

권고 정보를 귀하에게 송달합니다.
가격 게시: 1995 년 성별 세 폐지법은 또한 특정 사업소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각각의 표준 서비스에
대해 분명하게 서면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가격 공개를 실행해야 하는 사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사 또는 구매 후 옷 수선을 제공하는 사업소; 이발사 또는 미용실; 그리고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라이클리닝 및 세탁소. 가격표는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하며, 글자 크기는 굵은 글씨로 최소한 14 폰트가 되어야 합니다.사업소는 또한 고객이
요청할 경우, 고객에게 가격표의 복사본을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는 다음
내용의 표지판을 최소 24 폰트의 글자 크기로 분명하고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사업소가 유사하거나 비슷한 서비스에 개인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업소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가격표를 제공합니다.”
게시 위반에 한한 시정 권리: 상기 정보를 적절하게 게시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문서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간은 30 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주: 30 일의 시정 기간은 게시 위반에만 적용되며
차별적 가격 부과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GDC..()01 K [New January 1, 2019]

피청구인에 대한 권고 통지문

페이지 2 중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