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1 4th Street NW, Suite 570N 
Washington DC, 20001 

(202) 727 ‐4559  �   ohr.dc.gov

언어지원 결여 민원서 (LANGUAGE ACCESS PUBLIC COMPLAINT FORM) 
본 양식 작성과 차별을 이유로 한 진정서 접수는 별개입니다. 

* 필수 항목은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 진정인 정보
*금일날짜: *( 선호하는 ) 이름: 

*주소: *시(市)/ 주(州)/ 우편번호(Zip): 

*귀하의 언어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영어
� 암하라어
� 중국어

� 프랑스어
� 한국어 

� 서반아어

� 베트남어
� 그외:
 _________________

*연락 가능한 사람 (귀하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 가능한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애인 편의가 필요하십니까?    � 예     � 아니오 

필요하시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통역이 필요하십니까?  � 예     � 아니오 

그렇다면 필요한 언어를 기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피진정인 정보
*본 진정서의 대상인 DC 정부기관 이름: 

*정부기관 위치:

*정부기관 전화번호:

만일 본 진정서가 DC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해당 단체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여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민원 내용

*사건 발생일: 

*사건 내용: 

� 귀하의 언어로 제공되는 정부기관 서비스 부재 � 번역문서 부재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를 정부기관 직원에게 미리 알렸습니까?    � 예     � 아니오

귀하의 언어를 알렸다면 어떻게 알렸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 언어지원 결여 민원서는 다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



4. 상세 정보
위에 언급된 정부기관, 부처, 또는 단체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공간이 부족할 결우별지를 첨부해 주십시오  -

7. 소개 경위
DC 인권 사무소에 대하여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 가족, 친구, 또는 주변 사람 

� DC 인권 사무소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등)

� 행사나 교육활동 

�뉴스 기사 (출판매체, 라디오, TV, 인터넷)

�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기관이나 311전화 

� DC 인권 사무소 광고 

� 지역사회 단체나 비영리 단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DC 인권 사무소 홈페이지 또는 검색 엔진 

� DC 인권 사무소 안내책자 또는 전단지
� 법조인이나 무료법률상담소: 
 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귀하를 도운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기재해 주십시오.  (도움을 받은 경우) 

연락 가능한 사람/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낮시간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설문지를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다음의 주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41 4th Street NW, Suite 570N, Washington DC, 20001 

DC 인권 사무소는 컬럼비아 특별구 (District of Columbia)를 방문하거나 컬럼비아 특별구에 거주, 또는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DC 인권 사무소가 본 진정서를 받으면 접수 상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장래 진정인의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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