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워워 디디보통보 이영통통통
이영통통통통 제공받불 수 있는 귄우통 알아아구세중.
2004년, 워워워 디디보통는 DC 이영통통통 법불 제정제있있있. (디디법디 §2-1931 et
seq.) 워워워 디디 정부보통 받지불 받는 워워워 디디 정부 부연와 받정는 영영구구가구
이 완완완완 않겪나, 전전 없는 시시만보저 이영통통통통 보공개구구 제공완는 것이 규
제공제영 있있있있. 정부받정같 행정통통통통 받받통 공완는 시시만보저 통통불 제공보
이 부있있. 정부받정같 또인 구언 널우 통사제나 있는 이영만구 이중인 문통만같 이통보
통 제공보이완는 보공구 있있있있.
완통구사 설문보구
이영통통통언사(DCLAC),있이영인다소우(MLOV)와

아카우도

대학

구통로(American

University – Washington College of Law)보통는 현부 정부받정보통 이영 통통통법이 얼
버나 제대구 실행제나 있는 완 알아보받위보통 영영구구가구이 완완완완 않겪나, 전전없
는 시시만불 대항구구 설문보구통 완나 있있있있.

연구연같 현부현완 워워워 디디보 겪

주완나있는 200명보 이시자통 대항구구 설문불 실시제구실 더 많같 설문보구와 인그인
통 완받위보 당당보 아어불 필중구 완나 있있있있. 이 설문보구는 2012년보 활표발 연구
보나통보 포편발 예정출있있.

저저는 이 보나통구 영영구구가구이 완완완완 않겪나, 전

전 없는 이시자만이 워워워 디디보통 정부 통통통, 학학, 병공, 있다 받정만불 이사완어
나 할 때 겪나 있는 영어어보 정관불 불여일구버나, 몇몇 정부부연보통 완나 있는 좋같
일만불 보명완받통 공완나 있있있있.

표 1: 설문보구된 이영만

암하라 말
(에디오피아의

현부현완 저저는 암완말

공용어)

말, 광광영, 불영, 불있만

광동어와 만다린어
(중국어)

영와 통페인영통 주 이
영구 구사완는 이시자만
불 대항구구 설문보구통

불어

실시 제있있있.

스페인어

이이 설문보구는 28개보 다구보통 이시 온 자만불 대항구구 실시완실있있있. 이 다구만
같 있음음 같있있있.

아아아아나, 알제우, 버버, 버버나 파소, 카카카, 이아중우카 공공다,

이다, 콜콜통아, 콩나, 아도있도 공공다, 엘엘바아아, 보우에우아, 보아에에아, 음과말말,
받있아, 온온말통, 홍통, 아이보우 코통에, 말우, 모우나있아, 멕시코, 모구코, 있제아, 페페,
필우필, 세세세, 수수, 토나
설문보 참참인 시시만같 설문보구구 실시된 4개보 이영통 구구할 수 있있완불

그 이

항당수구 있음음 같같 이영통 모다영구 구사완는 것구구 나나나있있있. 아완말 말, 아바
영, 밤바말영, 버버영, 광광영(이다영), 불영, 그우통영, 구말긴구 영, 불있만영 (표표 이다
영), 에구오, 에구도파, 에우오구중, 포페포세영, 통페인영, 나세구그영, 아그우구 말.

표 2: 설문 대항보 참참인 시시보 주중 출당 다구만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현부현완 설문보 참참인 대
있수보 이시자만같 29.1%구

중국
온두라스

보아에에아, 23.3%구 엘엘바
아아, 7.3%구 이다, 그우나
6.8%구 온온말통 출당출있

그 외의

있.

국가들

우우는 항항 이 외보 있다 이시자 그그만구부그 이영언완구구 인인
경경경불 모모완나 있있있있.
정부받정보통 시시만이 겪는 대표개인 이영언완만
혹시 당당이 정부받정불 방문완겪불 때보 이영언완구구 인인 불편편불 겪있겪나 모다영
구 된 필중인 정보통 얻완 못보통 좌좌완당 경경이 있있겪 그것같 당당 혼자불보 문제구
아아있있.

연구연음보 따아겪 영영이영구구구이 완완완완 않겪나 전전 없는 이시자만이 대부여 있

음음 같같 불불불 나나나나 있있있있.


완완완완 않같 영영 구구구구구 인인 차차 경경



이이이영 구구구 구가인 보보인구보 부부



통통구나 통통통통통 부부



통통통통통통 받받 위인 긴 대받 시시



있다영구 된 표완표 부부



있다영구 문통나 이중인 정보보 부부

활활인 참참통 부부부있있!
MLOV와 DCLAC는 2012년 이영통통통 보나통보 당당보 경경음 이이받통 나나 수 있받
통 받대부있있. 불만 위보 나나된 이영언완이나 혹같 있다 종종보 이영언완구구 인인 불
편편불 겪구겪겪나 공공공음 소통보 영어어불 겪구겪있겪 완지 저저보저 연연완참 그 구
례통 보나보 주시받 바바있있.
우우는 디디보 위위보 있는 정부받정, 학학, 병공 혹같 있다 받정보통 겪같 개인개인 경
경불 나나나 수 있는 시시 참여여불 항항 찾나 있있있있.

우우는 필중인 통통통통 제공

받는 데 있영통 아공아 차차 받완 않는 워워워 디디 구사통 불만받 위보 당당만음 편함
일완나 싶있있있.
연연연는 있음음 같있있있.
있이영인다소우

3166 Mount Pleasant St. NW
Washington, D.C. 20010
202-621-0001
info@mlovd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