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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성명: 민원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A. 본 양식을 작성하기에 앞서 다음의 내용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티는 귀하와 대화를 나눌 때 이중언어 구사자로 인증을 받은 직원이나 훈련을 받은 통역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카운티 직원들은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귀하의 통역을 맡아 줄 사람을 개인적으로 섭외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통역사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개인적으로 섭외한 통역은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통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귀하가 카운티에서 얼만큼 또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류는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프로그램 전문 용어를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개인적으로 섭외한 통역은 특수 어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티는 귀하에게 민감하고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 가족 구성원이 통역을 
하는 경우, 귀하의 수혜자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귀하가 대답을 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국은 귀하가 개인적으로 섭외한 통역이 귀하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동의서는 귀하가 카운티에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귀하는 개인적으로  
섭외한 통역 대신, 카운티가 무료로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B. 통역 서비스 진술서(고객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 
(고객의 성명)

 은/는 
( 언어를 구체적으로 명시)

 로 소통하기를 선호합니다.

카운티는 본인에게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습니다. 본인은 또한 개인적으로 본인의 통역을 섭외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섭외한 사람에게 통역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통역을 섭외하는 경우, 통역 
중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과 본인에게 민감한 정보를 통역해야 할 수도 있음을 숙지하고 잇습니다.
본인은 아래 명시한 개인을 본인의 통역으로 지정하여, 카운티와의 면담에서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듣고 
통역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아래 명시한 통역사는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본 동의서에 따라 향후 
면담에도 적용됩니다.

고객의 서명 일자

C. 통역사의 개인 정보 보호 동의서(통역사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 
(통역사의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는 영어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언어를 구체적으로 명시)

을/를 모두 구사합니다.

본인은 카운티와의 면담에서 통역한 정보를 당사자의 개인 정보로 보호하여 이를 기밀로 유지하며,  
다른 사람과 통역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통역사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객의 서명)

의 관계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

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통역의 서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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