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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아웃리치 회의 
 

2018년 4월 24일 오전  
오전 10시–오후 1시 

 
Judicial Council, 새크라멘토 사무소 

2860 Gateway Oaks Drive, Suite 400 - Sacramento, CA 95833 
 

캘리포니아 주 사법위원회 언어 접근 실행 개발 및 이니셔티브 
 

“언어 접근은 사법에 대한 접근입니다” — Mariano-Florentino Cuéllar 판사 
 

의제 
 
 
I.   환영사 및 개회사(오전 10:00–오전 10:15) 

•   Mariano-Florentino Cuéllar 판사, 의장 
•   Manuel J. Covarrubias 판사, 부의장 

  언어 접근 계획 실행 태스크포스 
 
II.   언어 접근 확대: 주 전체 진척도에 대한 업데이트     

(오전 10:15–오전 11:00)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영어 미숙자(LEP) 법원 사용자를 위해 
법원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을 계속 진행합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주 전체의 법원들은 민사 소송 절차에서 통역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접근을 확대했고, 지속적인 확대를 지원하는 것을 돕기 
위한 추가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패널은 언어 접근 계획 실행 
태스크포스(LAPITF)의 작업을 검토하고, 언어 접근 불만 양식 및 
절차는 물론, 계류 중인 소액 청구 법률의 개발 및 실행을 포함하는 
2017년 이후의 강조 사항을 토의할 것입니다. 또한 이 패널은 계속 
진행 중인 자료 수집, 그리고 언어 접근 담당자와 함께 일관성 있는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언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검토할 것입니다. 
 
예심법원 법관, 법원 직원, 사법위원회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은 
민사 확대 노력과 미래의 이니셔티브에 관한 대화에 동참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아웃리치 회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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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가 필요하고/하거나 미국 장애인법 편의 시설이 요구되는 경우, 귀하의 요청을 저희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LAP@jud.ca.gov. 2018년 4월 4일까지 요청해주십시오. 

III.   지역사회 필요, 공공 아웃리치 및 충원 전략  
(오전 11:00–오전 11:45) 
법원이 언어 접근 서비스를 계속 확대함에 따라, LEP 법원 사용자의 필요가 증가 또는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고, 더 광범위한 LEP 지역사회가 대중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중 언어 사용 직원과 
전문가들은 물론, 유자격 법정 통역사의 지속적인 충원은 법원의 모든 장소와 모든 
법적 절차에서 언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패널은 LEP 지역사회와 
접촉을 유지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LEP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지역 및 주 전체 
전략을 강조할 것입니다. 또한 이 패널은 이중 언어 사용 직원과 법정 통역사를 
유치하고 준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충원 및 교육 전략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 토의 세션에는 법정 통역사, 완전한 언어 접근을 향해 노력하는 외부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포함됩니다. 
 

IV.   기술 솔루션 
(오전 11:45–오후 12:30) 
언어 서비스의 완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캘리포니아 주 법원들은 유자격 
언어 제공하기 위해 비디오 원격 통역(VRI)과 다른 기술 솔루션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3개의 캘리포니아 주 법원(머시드, 새크라멘토 및 
벤투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VRI 시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슬라이드와 비주얼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예심법원 법관, 법원 행정관, 법정 통역사 및 이해관계자들은 VRI와 현재의 
캘리포니아 주 법원 시험에 관한 대화 또는 토의에 동참할 것입니다. 

 
V.   대중 의견(오후 12:30–오후 12:50) 

저희 태스크포스는 대중 구성원들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VI.   다음 단계 및 폐회사(오후 12:50–오후 1:00)  
•   Mariano-Florentino Cuéllar 판사, 의장 
•   Manuel J. Covarrubias 판사, 부의장 
언어 접근 계획 실행 태스크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