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다중 언어 지원법은 2004년 4월 21일에 안토니 A. 윌리암스 시장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서, 그 목적은 워싱턴 DC 거주민중 영

어구사능력이 한정되어 있거나, 전혀 없는 (limited or no-English proficiency [LEP/NEP])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을 이용하고 이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본 법에 의거하여 일반 시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DC 정부 프로그램, 부서 및 서비스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구두 언어 서비스 필요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제공 

•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LEP/NEP 시민으로서 해당기관이 지원 또는 접촉하는 대상 인구의 3%에 상당하거나 또는 500명에 달하는 

(둘 중 적은 수치 이용) 경우, 중요 문서를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                                                            

• 언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행              

             

• 언어 서비스 담당자  지정                                                                           

         

콜럼비아 특별구 인권실은  DC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언어로 서반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불어, 한국어, 암하라어등의 6개국어를 지정

했습니다:  

 본 법의 조항에 따라 이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어야합니다. 본 법이 발효되는 2004년 4월 21일부터 시작하여 매 회계

연도 초마다 본 법 시행에 참여할, 시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DC  정부 프로그램, 부서및 서비스가  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법에 의거하여, 인권실 (Office of Human Rights – 인권실)이 언어 서비스 프로그램의 감독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권실은 

시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정부 프로그램, 부서 및 서비스 등에 본 법 시행과 관련한 중앙 조정 및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권

실은 언어 서비스법 위반에 대한 민원을 추적하고, 감시하며,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권실은 라티노계 주민담당실  (Mayor’s Office on Latino Affairs - OLA), 아태계 주민 담당실 (Mayor’s Office on Asian and Pacific 
Islander Affairs – OAPIA), 아프리카계 주민 담당실 (Mayor’s Office on African Affairs - OAA),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민자 지원 단체의 연합체인 언

어 서비스 연합 (Language Access Coalition) 의 자문을 얻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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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언어 서비스법 이란 무엇입니까? 

콜럼비아 특별구  (District of Columbia) 인권실  

언어 서비스 프로그램 (Language Access Program) 

441 4th Street, N.W., Suite 570N                                                                   

Washington, DC 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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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의 “단계적 시행” 계획 

본 법은 효력발생일에 아래 부서에 적용됩니다: 

• 보건국  
• 복지국  

• 취업서비스국 

• 수도경찰국  
• 콜럼비아 특별구 공립학교 시스템  
• 기획실  
• 회재 응급의료 서비스국  
• 인권실  

 
본 법령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아래 부서에 적용됩니다: 

•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국  
• 정신건강국  
• 차량국  
• 아동가족복지청  

• 알코올음료 규제국 

• 소비자 및 규제업무국  
 

본 법령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아래 부서에 적용됩니다: 

• 공원오락국 

• 노인실  

• 콜럼비아 특별구 공립 도서관  

• 콜럼비아 특별구 인적 자원관리부  

• 계약 조달실  

• 교도국  

• 공공사업국  

• 조세세입실  

 
본 법령은 2006년 10월 1일부터 나머지 해당 부서에 적용
됩니다: 

• 콜럼비아 특별구 주택공사   

• 주민 협의회 담당실   

• 국토 안보부 및 비상사태 관리청 

• 기타 해당 기관들 

DC 거주민중 영어 구사능력이 한정되거나, 전혀 없는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을 이용하고 

이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확장  DC 법 15-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