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 제공 규정 

(COG 간행물 정보가 필요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OG 에는 장애가 있거나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시는 분이 프로그램, 미팅, 출판 및 기타 활동 참여에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면 
행정협의회(Council of Governments)에서 특별한 편의 사항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영어를 구사할 수 없는 분의 참여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편의 사항에는 통역 서비스, 프로그램, 출판 또는 
활동의 변경이나 조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예가 해당됩니다. 

• 수화 통역사 또는 다른 언어 서비스의 제공. COG는 요청 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 및 특정 언어 서비스 제공자를
확보하기 위해 COG가 미리 적절한 시간 이전에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 대체 매체 (예를 들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된 자료, 큰 활자 인쇄물 또는 전자 복사본 등) 제공.
•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을 위한 테이블 제공.
• 장애인이 회의실 이동 시 도움이 필요함을 보안 요원에게 알려주기.
• 장애인이 장애인용 주차장 사용 시 COG 주차장 관리직원에게 알려주기.
• 사람들에게 전화 회의나 기타 필요한 다른 방법으로 회의에 참석할 기회 제공.

회의 및 행사
대중에게 개방된 회의에는 적절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신청하시면 수화 통역이나 영어 이외 다른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좌석과 같은 다른 편의 사항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청 
사항 준비에는 최대 칠 (7) 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COG는 요청 사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는 해당 서비스와 특정 언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경우, 그리고 
요청 기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해당 언어 서비스 제공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출판

대부분 출판물은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회의 안건, 발표자료 및 기타 문서를 찾는데 
정보가 필요할 경우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요청 시 번역된 문서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출판물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청 사항 처리에는 최대 칠 (7) 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통역 또는 CART 서비스를 위한 사전 통보 요청 
회의나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수화 통역, 언어 통역, 또는 CART(통신 접속 실시간 번역, Communication 
Access Real-time Translation, CART)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반드시 행사 전 최소 칠 (7) 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행사가 12시간 이상의 통역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2일에 걸친 컨퍼런스의 경우, 14일 
이전에 COG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지연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연락처:  
전화: 202-962-3300 
TDD: 202-962-3213  
이메일: Office of Publ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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