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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11 월 02 일

폴 사베인 , 미연방 상원의원 
은행 , 주택 및 도시 문제 위원회 소수당 상급위원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건너온 문화를 대표하는 고도의 다양한 인구를 가지
고 있다 .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영어가 그들의 주 언어가 
아니며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의 영어를 못하거나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 
2000 년도의 미국 통계조사에 의하면 약 천만 명 이상이 영어를 전혀 못하
거나 잘 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  이들 영어 미숙자 ( 약칭 LEP) 들
은 영어 구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분야
에 걸친 서비스를 정부에 의존할 수가 있다 .  많은 수의 영어 미숙자들에
게는 대중교통이야 말로 그들 활동의 기동성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2000 년도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16 세 이상의 영어 미숙자들 
중 11 퍼센트 이상이 직장의 출퇴근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반면 
영어 구사자들은 대략 4 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 국경 지역과 연안의 주에
서 영어 미숙자들의 인구가 가장 많은 한편 중서부와 남부의 주에서 이들 
인구의 증가가 가장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 이들 영어 미숙자들
에게는 스페인어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언어이고 그 다음이 중국어 ( 광동
어 혹은 북경어 ), 베트남어 그리고 한국어의 순서로 되어있다 .

1964 년에 제정된 공민권법 표제 제 6 조는1 연방 재정 지원의 수혜기관은 
인종이나 피부색 혹은 민족 혈통 등에 기반을 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 
대통령 행정명령 제 13166 호는2 표제 제 6 조에 의거하여 영어 미숙 인구
를 위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업무를 수립하도록 각 연방 정
부 기관들과 그들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산하 수혜기관들까지의 책
임 사항을 명확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연방 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그
들의 자금 수혜기관들에게 동 업무 이행에 관한 지침서를 배포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 교통부는 2001 년에 이에 관한 지침서를 발부하였는데 그것은 
영어 미숙인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 이 지침
서는 2001 년부터 보조금 수혜 기관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동안 여론수렴
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통부에 의해서 개정되었다 . 이 개정된 지침서를 
2005 년 8 월 25 일에 법무부가 승인하였고 교통부는 동 개정 지침서를 출
판하여 배포코자 현재 준비 중에 있다 . 

1 42 미국 헌법 §  2000d et.seq.

2 시행령 13166 “영어 미숙자를 위한 서비스 방안의 개선”  65 연방 규정 제 50121 호 
(2000 년 8 월 16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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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기구들과 여타 단체들은 그러한 교통부의 지침이 해당 보조금 수
혜기관에서 실지로 시행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왔다.  영어 
사용 능력의 부족은 많은 수의 영어 미숙인들에게 대중교통의 충분한 서비
스를 받을 수 없게끔 지장을 주며 또한 교통 계획의 수립 절차에 심도 있게 
참여할 수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대중 교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
을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은 그들 영어 미숙인들의 고용기회 마저 감소되게 
하며 여타 다른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회도 점점 더 어려워지게 만
드는 해로운 결과까지 초래할 수가 있다 .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됨에 따라 
본 보고서는 첫째 , 교통 기관들과 대도시 계획수립 기구들이 제공해왔던 
해당 업무 지역 내에서의 언어 편이 서비스의 유형 , 둘째 , 교통부 및 산하 
보조 행정기관들이 영어 미숙인들을 위한 언어 편이 제공 서비스 업무를 
그들의 보조금 수혜 기관들에게 지원하는 방법 , 셋째 , 교통부와 해당 업
무 책임이 있는 보조 행정기관들이 교통부 보조금 수혜 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영어 미숙인들을 위한 언어 편이 제공 서비스를 감독하는 방법 등을 
다루고자 한다 . 

배경 1964 년에 제정된 공민권법 표제 제 6 조는 인종이나 , 피부색 , 민족 혈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
이나 업무에 있어서 어떤 개인도 배제되거나 수혜의 거부 및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3 연방 기관들에게 그러한 규칙 , 규정 또는 
시행령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4 이러한 공민권법의 시행을 위하여 
법무부는 민족 혈통을 근거로 하여 이질적으로 부당하게 영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를 제정하였다 .5 2000 년 8 월 11 일자로 클린
턴 대통령은 민족 혈통의 결과로서 영어 능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을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해당 업무
의 향상을 위해 시행령 제 13166 호를 제정하였다 .6 동 시행령은 연방정
부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각 연방 정부 기관들에게 그들 산하에 있는 연
방 보조금 수혜 기관들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맞춘 업무 지침을 수립하도록 

3 42 미국 헌법 §  2000d.

4 42 미국 헌법 §  2000d-1.

5 이질적인 영향에 관한 이의제기는 타 집단이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특
정 집단에 대해 타 집단보다도 더욱 거칠게 대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것이 필요한 업무
에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 Raytheon Co. v. Hernandez, 540 U.S. 44 
(2003).  차별의 이질적인 영향에 관한 이론에 있어 표면적인 중립행위는 이질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차별의 의도가 있다는 증거 유무에 상관없이 불법적인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다 .

6 65 Fed. Reg. 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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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각 해당 기관들의 지침서는 발간되기 전에 법무부
의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 

법무부는 2000 년에 연방 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프로그램과 업무
로서 영어 미숙인들에게 마땅한 편이 제공을 보장하도록 하여서 민족 혈통
에 기인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반 원칙을 제정하였다 . 법무부는 
이 지침서에서 연방 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업무에 관한 한 시행령 
13166 호는 “새로운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표제 제 6 조에 이미 존재하는 의무 사항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 표제 제 6 조와 해당 시행 규정은 보조금 수혜 기관들이 영
어 미숙인들에게 분명히 사용 가치가 있는 편이 제공을 하도록 마땅한 조
치를 취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있으나 영어 미숙인들을 위한 각 연방 정부
기관의 지침은 각각의 실제 상황은 그 현실 상황 자체가 각기 특수하며 또
한 표제 제 6 조에 절대적으로 부응키 위해서는 동 지침이 각기 다른 특수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 

오히려 연방 정부기관의 지침 목적은 보조금 수혜기관들로 하여금 표제 제 
6 조에 의거한 그들의 의무를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으로 이룰 수가 있
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을 견지하면서 그들의 임무 수행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만들어 주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법무부
의 지침은 영어 미숙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조금 수혜 
기관의 임무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4 개 부문의 필수 항목
을 분석하여 설정하였다 . 이러한 4 가지의 항목은 (1) 편이 서비스를 당연
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를 시행하는 보조금 수혜 기관과 마주칠 수 있게 되는 영어 미숙인의 수치 
또는 비율 (2) 영어 미숙인이 그러한 프로그램과 접하게 되는 빈도수 (3) 
보조금 수혜 기관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 업무 및 서비스가 주민 일상 생
활에 미치는 성격과 중요성 (4) 보조금 수혜기관들에게 활용 가능한 재원
과 비용 등이다 .  

교통부는 2001 년에 자체적인 지침을 발표하였다 . 그 지침은 전체적으로 
법무부의 그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나 위의 4 가지 항목에 추가로 3 가
지 사항을 각 기관들이 더 고려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1) 영어 
능통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도 (2) 영어 미숙자들이 그와 같은 수
준의 서비스로부터 제외되고 있는지 또는 보다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3) 해당 기관이 특수 언어 편이 서비스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 서
비스의 제한적인 적용을 할 경우 마땅하게 정당화 할 수 있는지 등이다 . 
교통부는 일반 여론을 기초로 한 결과로서 자체 지침을 다시 개정하였고 
동 개정 지침은 2005 년 8 월 25 일 법무부에 의해 승인되었다 . 현재 교통
부는 동 개정 지침서를 배포코자 준비 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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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혜 기관들이 영어 미숙인들을 위한 그들의 서비스 임무 수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항목들의 설명에 추가하여서 교통부의 
지침서는 보조금 수혜 기관들이 준수해야 될 효과적인 언어 편이 서비스를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을 정립하였는데 그것들은 (1) 해당 기관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언어 집단의 평가와 그들의 언어가 필요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2) 그들의 언어 편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계획서 작성을 해야 되고 (3) 해당 기관의 근무자들이 
영어 미숙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며 해당 직원들을 
교육하고 이러한 계획이 실무로서 이행되도록 필요한 장치들을 직원들에
게 강구해 주어야 하며 (4) 언어 편이 서비스가 실제로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영어 미숙 인구가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
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며 (5) 보조금 수혜 기관들이 실시하는 영어 미
숙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감독 기능과 또한 필
요한 수정 사항들을 식별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의 기능을 개발하는 것 등이
다 . 

교통부 내의 몇몇 부서와 특별히 연방 운송청 내의 민권실은 운송 운영 당
국자와 교통부 보조금을 지원 받는 해당 교통 계획 당국들이 표제 제 6 조
를 확실히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언어 편이 서비스에 관한 그들의 임
무 수행 정도를 감독하는 책임 부서라 할 것이다 .

조사 결과  요약 교통 기관들과 대도시 계획수립 기구들은 언어 편이 서비스를 위한 비용 
부담이 현재로서는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서 주로 스페인어를 중심으로 언
어 편이 서비스를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제공하였고 그 서비스를 위한 
효과와 경비는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 미확인 상태이다 . 이들 기관들이 제
공하였던 언어 편이 서비스의 종류는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까지 포함하고 있는 데 예를 들어 번역된 안내 책자와 게시판 문구 , 다중 
언어 전화 서비스 , 번역된 컴퓨터 웹사이트 ,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운전
기사와 고객관리 직원 , 번역된 녹음 안내방송 , 그리고 공공 회의나 지역
사회의 회의석상에서 통역인 제공 등이었다 . 본 조사 기관이 방문하였던 
거의 대부분의 교통 기관들과 대도시 계획 수립 기구들은 영어 이외에 적
어도 한 개 이상의 언어로서 몇 가지 안내 책자와 서비스를 스페인어를 위
주로 해서 제공하고 있었으나 스페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안내 책자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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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방문하였던 대부분의 교통 기관에서는 그들의 전화 안내선에 
최소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교환원이 있었던 반면 단지 7 개의 기관만이 
영어와 스페인어 이외의 다중 언어 전화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 몇 가
지 인쇄물들은 7개국의 언어로 번역된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시의 버스 
정류장 게시판 ( 그림 1 참조 ) 처럼 영어 이외의 몇 가지 다중 언어 편이를 
제공하고 있었다 . 영어 미숙인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해당 교통 기관
들과 대도시 계획 수립 기구들이 제공하는 언어 편이 서비스의 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이해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방문하였던 기관들 중
에서 그들의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영어 미숙인 사회가 요구하는 언어 편이 
서비스에 관하여 분명한 조사 검토를 해본 기관은 거의 없었으며 교통부가 
영어 미숙인들을 위한 지침이 그러한 조사 업무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언어 편이를 위한 노력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해본 기관도 거의 없
었다 . 결과적으로 그들 관계 기관들이 시행하는 언어 편이 제공 활동이 영
어 미숙인들의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는 지의 여부는 불투명하였고 방문하
였던 해당 지역 내의 공동체나 시민 운동 단체들은 각 기관들의 하고 있는 
언어 편이 제공의 활동에 대하여 의미심장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 예
를 들어 , 어떤 집단은 본 조사 기관에게 말하기를 서비스의 변경안내가 영
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아서 영어 미숙인들로 하여
금 이미 노선 변경이 되어버린 버스를 기다리는 결과까지 초래 될 수 있다
고 하였다 . 더 나아가서 , 이번에 실시한 사례 연구는 영어 미숙인 사회에 
대한 해당 일선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의 결핍이 기왕에 제공되고 있
는 서비스의 효과와 언어 편이 인쇄물의 이용도를 어느 한계에서 멈추게 
하였던 반면에 이들 사회에 대한 해당 일선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는 그들 
사회로부터 관계 기관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와 교통 이용율의 증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부의 공공 서비스와 전향적인 정부 혜택
의 유용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 일 예로서 , 몇몇 교통 기
관이 다중 언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본 조사 기관과 대화를 
나눈 사회 집단들은 그러한 서비스의 존재유무도 거의 모르고 있었다 . 언
어 편이 제공에 따른 소요 경비는 대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몇몇 
기관에서는 그들의 언어 편이 제공 서비스를 위한 경비는 현재 소요되고 
있는 업무 경비의 일환일 뿐 추가 경비는 소요되지 않고 있었다 . 그러나 
해당 기관의 공무원들은 말하기를 영어와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추가 인
쇄물이나 추가 서비스 제공 등으로 그 업무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 
경비는 막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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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1: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시의 7 개국 언어로 된 버스 정류장  표시판

자료 제공 : 알라메다 콘트라 교통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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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와 산하 보조 행정 기관들은 교통부의 지침과 기타 업무를 통하여 
언어 편이 제공 서비스 업무를 보조금 수혜 기관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그 해당 기관들이 그러한 지원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노력은 
한정되어 있어서 당 조사 기관이 방문하였던 교통 기관들과 대도시 계획 
수립 기구들은 그러한 지원 내용에 접근하지 않고 있었다 . 교통부가 제공
하는 가장 폭 넓은 지원은 영어 미숙인들을 위한 지침서인데 그것은 보조
금 수혜기관들로 하여금 5 단계의 기본 구조로 되어 영어 미숙인들에게 심
도있게 언어 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더불어 그러한 단계의 기본 
구조를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는 몇 가지 실무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비록 교통부의 지침은 연방 등록 법규로서 이미 출판되었으나 여타 다른 
직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홍보되지 않았으므로 해서 대부분의 교통 기관들
과 대도시 계획 수립 기구들은 그 지침서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 . 어
느 교통부 공무원의 말처럼 해당 기관들은 그 지침서가 공포된 이래로 그 
시행을 위한 업무 추진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러한 
지침서의 존재 유무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지침서가 공포된 이래로 
해당 기관 내에서 담당 직원들의 부서 이동에 기인하는 면도 있기는 하였
다 . 동 지침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9 개의 교통 기관과 3 개의 대도시 계획
수립 기구를 방문하였는데 오로지 3 개의 기관이 그 지침에 따라서 언어 
편이 제공을 위한 업무 개편을 하였고 유독이 1 개의 기관만이 5 단계의 
기본 구조의 시행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    이러한 상황의 부
분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교통 기관과 대도시 계획수립 기구들이 말하는 것
처럼 그들은 이미 대통령 시행령과 교통부의 영어 미숙인을 위한 지침이 
있기 수년 전부터 언어 편이 제공 서비스를 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

연방운송청과 연방고속도로청은 몇 번의 연례 회의에서 교통부 지침의 기
본 구조와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
였으나 우리가 방문하였던 대다수의 기관들은 그러한 워크숍에 참석하였
다는 보고를 한 적이 없었다 . 교통부는 또한 영어 미숙 문제에 관하여 연
방기관 상호 실무 교류단에도 참석하여 연방 보조금 수혜기관들에게 웹사
이트 www.Iep.gov 를 관련 정보 제공 기구로 하여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
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의 정보내용은 교통 분야에서는 구
체적이지 못하고 있다 . 교통부의 기타 다른 자료 제공 방법으로서 연방 운
송청과 연방 고속도로청이 주관하는 동종업무 종사자 교환프로그램에서
는 언어 편이 제공 업무를 검토하는 몇 개의 직책이 있기는 하였다 . 연방 
운송청 산하 국립운송 연구소와 연방 고속도로청 산하 국립고속도로 연구
소가 제공하는 교육 과정은 교통 계획 수립 같은 분야를 광범위하게 걸쳐 
다루고는 있으나 그 어떤 교육 과정도 세부적으로 교통부의 지침에 대해서
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방문하였던 몇몇 교통 기관들과 대도시 
계획수립 기구들은 말하기를 교통부의 영어 미숙인을 위한 지침서를 시행
하는 방법에 관하여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세부적이고 좀 더 향상된 교
육 내용과 기술적인 지원만이 해당 기관 실무자들로 하여금 더욱 효과적으
로 영어 미숙인을 위한 서비스 업무를 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 교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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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과 대도시 계획수립 기구들은 영어 미숙 인구를 위한 언어 편이 제공 
서비스 업무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연방 운송청으로부터 표제 제 6 조의 
준수여부를 가리는 철저한 감사와 2 가지의 폭 넓은 감사를 연방 운송청과 
연방 고속도로청으로부터 공동감사를 받게 되는 데 그 2 가지 감사는 3 년
에 한번 시행하는 교통 기관 감사와 계획 승인 감사이다 . 그러나 이러한 
감사들은 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는 기본 구조에 의거한 해당 보조금 수혜 
기관의 업무 평가는 하지 않고 있고 어떤 기관이 그러한 서비스 업무 이행
에 불성실 한가를 가릴 수 있는 일관된 기준 범위도 없다 .  비록 교통부의 
영어 미숙인을 위한 지침서의 기본 구조와 제시안들이 지켜야 될 업무의 
이행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내용들은 영어 미숙인을 위하여 보조금 
수혜 기관들이 언어 편이 제공 서비스를 표제 제 6 항에 의거하여 연방 정
부의 요구 사항에 확실히 부응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안내서의 역할을 
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제 제 6항의 준수 여부 감사와 계획 
승인의 감사는 영어 미숙인을 위한 지침과 상호 결합되지 못하고 있고 3
년 마다 실시하는 감사는 영어 미숙인을 위한 지침에 관하여서는 단지 몇 
개의 특정한 질문 사항 밖에 없었다 . 언어 편이 제공을 위한 업무의 불성
실성 여부와 그 불성실의 정도를 이러한 형태의 심사 과정에서는 분명하게 
확인될 수가 없는 것이다 . 더욱이 , 동 서비스 업무의 불성실성 여부 심사
에서 적용되는 기준 범위가 일관적이지 못하고 분명치가 않은 것이다    일 
예를 들어, 3년에 한번 하는 감사에서 주민 불만 신고가 해당 지역 기관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동 업무의 불성실성 판정이 내려 졌으나 다른 
한편의 감사에서는 해당 업무가 불성실성으로 판정 될 수 있는 불만 사항 
신고로 처리될 필요까지는 없었다 . 결과적으로 감사받는 각 기관들이 같
은 수준의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한 기관에서의 업무 불성
실성 판정이 다른 기관에서는 불성실성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들 3 가지의 감사 과정에 추가해서 연방 운송청은 영어 미숙인들을 대상
으로 하여 민족 혈통을 이유로 한 불만 사항 신고가 표제 제 6 조의 위반에 
관한 항의 사항인 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연방 운송청의 조사는 보
조금 수혜기관이 영어 미숙인들을 위하여 의미있는 언어 편이 제공에 마땅
한 조치를 취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현재까지 연
방 운송청은 단 하나의 언어 편이 제공 서비스에 관한 불만 사항 신고를 접
수하였다 . 이 경우에 있어서 , 연방 운송청은 문제의 해당 기관이 언어 편
이 제공 서비스 업무를 자체 업무 계획 수립 과정에 이미 설정 했어야 되는 
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 교통부 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서 더욱 더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없는 각 해당 기관들의 언어 편
이 제공 업무는 서로 다르고 일관적이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따라서 각 기관들이 더욱 더 증가되는 대중 불만 사항의 대상으
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결론 전국의 교통 기관들과 대도시 계획수립 기구들은 다양한 언어 편이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 그렇지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언어 편이 방법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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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또 그것을 교통 서비스에 제공한다는 것은 한번으로 끝나는 일은 아
닐 것이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비록 스스로 조사 검토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내에서의 영어 미숙인 사회의 규
모 및 위치와 더불어 이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안내 정보에 관하여서도 소
상히 알아야만 할 것이다 . 그런 다음 , 해당 기관은 문제의 전체적인 주제
들을 다루어야만 하는 데 즉 , 어떤 언어로서 어떤 규모 만큼의 언어 편이 
제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 어떻게 해야 필요한 번역이 완
료될 수 있을 것인 지 , 그러한 인쇄물과 서비스가 어디에서 가장 잘 배포
될 수 있으며, 영어 미숙인들에게 그러한 인쇄물 및 서비스에 관한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 등 일 것이다 .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해당 기
관들에게는 해야 될 업무 처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 구체적
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대두 될 것인 데 즉 , 인쇄물과 서비스를 위
해서 얼마나 많은 언어가 번역 되어야 할 것인가 ? 번역이 제공되기 전에 
서로 다른 언어 집단간의 규모와 그 비율에 관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
이 있는가 ?  번역된 표시판이 교통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기에
는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  번역이나 전화 이용 또는 웹 서비스에 드는 비
용이 상대적으로 그 이용률이 적을 지도 모르는 이러한 서비스를 위하기에
는 너무 과한 부담은 아닌가 ? 하는 등등의 문제일 것이다 . 언어 편이 제공 
업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당 기관들의 포괄적인 의사 전달 수단 중의 
하나로 될 수 있는 이유가 각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로서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게 되고 , 어떻게 하면 청각 또는 시각 장애
가 있는 집단과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를 알게 되며 어떻게 하면 이해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등도 알게 되기 때문이
다 . 이러한 모든 점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게 그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해당 기관들이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에 깊숙이 다가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어떠한 것들인 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 정보가 그들에
게 제공될 수 있도록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그들과 같이 일하게 된다는 것
이다 . 

교통부의 영어 미숙인을 위한 지침과 그 이외의 활용 가능한 연방 정부의 
자료들은 교통 기관들과 대도시 계획수립 기구들에게 언어 편이 제공 업무
에 있어 난관에 봉착하거나 동 서비스의 수준을 결정 할 때에 어느 정도 지
원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는 하나 해당 지역 기관들이 이러한 지원 수단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지원 자료의 유용성을 제한 시키
고 있다 할 것이다 . 더한 것은 어떤 교통 기관들과 대도시 계획수립 기구
들에게는 그러한 활용 가능한 지원 수단이 해당 기관들의 이전부터 대두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는 없다 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그러한 지원 수단이 어떤 언어가 적합한 지와 그 필요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 그에 따른 업
무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라 할 것이다 . 그것은 또한 효과적인 언어 편이 제공 계획의 표준과 사례
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의 언어 편이 제공을 위한 업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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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독하고 또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 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 
다 .  동 서비스의 효과에 대하여 활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 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원수단 활용의 중대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더 많은 
양으로서의 영어 미숙인을 위한 지침서의 직접적인 배포 , 활용 가능한 지
원 수단 , 검토 작업을 실시하는데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의 개발 , 계
획 수립 방법의 개발 , 언어 편이 제공 업무의 효과성에 관한 관리 감독 등
이 해당 지역 기관들로 하여금 영어 미숙인을 위한 그들의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료 확보를 위하여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할 것이다 .  

언어 편이 제공에 관한 불만사항이 별로 없는 상항이라 하지만 교통 기관
들과 대도시 계획수립 기구들의 이를 위한 노력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결핍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지역 사회 집단들은 자주 느끼고 있고 있는 실
정이고 이러한 지역 사회 내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그들의 참여 부
분에 관한 노력의 부족이 감지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마땅한 언어 편
이 제공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해당 기관들에 대해서 추후 그들의 더 큰 
불만사항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방 운송청과 연방 고속도로청이 하고 있는 관리 감독 활동은 
동 업무의 불성실성을 판정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그 기준이 일관성이 없
음으로 언어 편이 제공에 관하여 감지되고 있는 거리감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 진다 . 일 예로 , 이러한 사회 집단의 주요한 불만사
항의 하나는 영어 미숙인 사회 또는 그 사회를 대표하는 공동체 집단이 의
사 결정 진행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승인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감사 기준  그 자체로는 이러한 사회 집단의 참여에 대
하여 주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만일 필요하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규정에 입각하여 공공 회의 석상에서 통역자가 제공되었는 지의 여부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통부의 영어 미숙인을 위
한 지침을 사용하여 감사를 하고 있었던 연방 운송청은 언어 편이 제공 업
무를 하고 있는 해당 기관에 대한 초기 감사에서 현행 감사 과정으로서는 
확인될 수 없는 몇 가지 업무의 불성실성을 밝혀 내었으나 그러한 불성실
성은 수많은 해당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이었다 . 그렇
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초기 감사에서 동 업무의 불성실성이 밝혀진 기관
들을 차별적이라고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그렇
지만 , 현행 감사 과정에서는 영어 미숙인을 위한 교통부 지침서의 핵심 부
분과 더욱 더 결합되어서 동 업무의 불성실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일관
적인 기준 설립이 해당 교통 기관과 대도시 계획수립 기구들로 하여금 시
행령과 교통부의 영어 미숙인들을 위한 지침사항에 따르는 그들의 책임을 
깨닫게 하여 줄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영어 미숙인들에 대한 그들의 서
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게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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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실시를 위한 제안 언어 편이 서비스 제공을 이행키 위하여 교통부 보조금 수혜기관의 각성과 
그들의 책임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돕고자 당 조사 기관이 제안하는 바는 
교통부의 영어 미숙인을 위한 지침서가 최종적으로 발간되는 즉시 교통부 
장관은 교통부 보조금 수혜 기관들이 그들의 해당 지역 내에서 동 지침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에 따른 그들의 책임을 충분히 알도록 하기 위
하여 교통부 산하 모든 보조금 수혜 기관들에게 동 지침서를 별도의 정책 
이행 각서 혹은 다른 직접적인 방법을 통하거나 해당 지역 담당 실무자를 
통하여 모든 교통부 보조금 수혜 기관들에게 빠짐없이 배포하여야 할 것이
다 .  

교통 기관과 대도시 계획수립 기구들에게 언어 편이 제공 업무의 진작과 
향상을 위하여 교통부 장관은 동 개정 지침서가 발간될 때에 다음과 같은 
2 가지 조치를 취하여야 될 것이다 :

• 해당 기관이 영어 미숙인의 인구규모,그들의 위치, 그들의 요구사항, 언
어편이 서비스의 실시계획 , 언어 편이 제공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이나 사례같은 업무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추가 지원 . 

• 워크숍을 포함하여 www.lep.gov, 동종 업무 종사자 교환 프로그램 및 
교통 기관들과 대도시 계획수립 기구들을 위한 교육 등의 영어 미숙인
에 관한 연방 자료집의 활용을 홍보하고 이러한 자료들이 영어 미숙인
들을 위한 교통 서비스 지원 항목에 용이하게 연결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교통 기관들과 대도시 계획수립 기구들로 하여금 언어 편이 제공에 관한 
그들의 책임을 더욱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대민 서
비스와 교통 계획 수립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마땅한 언어 편이의 제공
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부 장관은 아래에 열거된 3 가지 사항을 현재의 
감사 과정에 더욱 더 충실히 결합시키도록 본 조사 기관은 제안하는 바이
다 :

• 해당 기관이 평가 업무를 시행하였는 지의 여부, 언어 편이 제공의 계획 
수립 여부 , 및 표제 제 6 조의 이행 여부 감사와 3 년에 한번 실시하는 
감사와 관련되어 해당 업무의 평가 와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포함되어야 하며 . 

•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언어 편이 제공과 계획 승인 감사에 있어서 영어 
미숙인 사회 공동체의 참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이 포함되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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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서 언어 편이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불성
실성이라고 판정될 수 있는 일관적인 규범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불성실성이  영어 미숙인을 위해서는 더욱 더 빈약한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거나 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 발전 할 수 있
다는 것을 확실히  주지 시켜야 한다 . 

해당 기관의 견해 본 조사 기관은 교통부 공무원들의 견해를 본 보고서의 초안에 관해서 얻
을 수가 있었던 바 ,  그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본 보고서의 지적 사항과 
제안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명확하
게 하여 주었으며 조사 내용과 적절히 결합될 수 있었다 . 특별히 그 공무
원들은 말하기를 교통부는 이미 본 조사기관이 제안한 사항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시행에 옮길 계획을 이미 세웠다고 하고 그 계획 중에는 개정된 영
어 미숙인을 위한 지침서가 충분히 그리고 적절히 배포되는 사항과 보조금 
수혜 기관들에게 동 지침서 이행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사
항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였다 . 

조사 방법 영어 미숙인 인구를 위하여 교통 기관들과 대도시 계획수립 기구들이 제공
하는 언어 편이 제공 서비스의 유형을 결정키 위해서 본 조사 기관은 아칸
소 , 캘리포니아 , 일리노이 , 노스 캐롤라이나 및 텍사스 주에 있는 7 개의7 
중앙도시 통계지구를 방문하였다.8 본 조사 기관은 이들 조사 대상 지역을 
영어 미숙인 인구의 규모 , 비율 , 성장률과 사용되는 언어의 종류 수 , 그리
고 대중 교통의 사용 범위를 기본으로 설정하여 선택하고자 인구 조사 통
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준 설정된 형식으로서 인터뷰를 20개 교통 기관의 
공무원들 , 7 개의 대도시 계획수립 기구 및 16 개의 시민운동 단체 및 지
역 공동체 집단과 하였고 다양한 관계 서류와 여타 정보를 검토하였다 .  
본 조사 기관은 2004 년에 연구한 자료 내용 상에 금번 시행한 사례 연구
와 인터뷰 내용을 보충하여 작성하였고 동 2004 년의 조사는 뉴저지 주의

7 중앙도시 통계지구는 상당수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핵심적인 지역으로서 핵심 지역 
주변으로 사회 , 경제적인 통합성이 상당히 높은 도시 핵심지역을 말한다 . 중앙도시 통계
지구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구를 포함하고 있다 .

8 방문 지역 세분 :(1) Los Angeles/Riverside/Orange County, California; (2) San 
Francisco/Oakland/San Jose, California; (3) Chicago/Gary/Kenosha, Illinois, 
Indiana, Wisconsin; (4) Austin/San Marcos, Texas; (5) 
Fayetteville/Springdale/Rogers, Arkansas; (6) Raleigh/Durham/Chapel Hill, North 
Carolina; (7) Greensboro/Winston-Salem/High Point, North Caro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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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국을 위하여 실시하였고 동 자료는 전국의 교통 기관에 관한 조사와 
뉴저지 주의 영어 미숙인들을 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9 교통부가 언어 편
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통 기관들과 대도시 계획수립 기구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가를 알기 위해서 본 조사 기관은 언어 편이에 관한 습득 가능한 
자료로부터 얻은 지식을 가지고 교통부 직원과 인터뷰하였다 . 교통부가 
제공하는 지원 사항을 검토 분석하였고 동시에 언어 편이 제공에 관한 연
방 정부의 다른 자료도 검토하였다 . 교통부 산하의 연방 운송청과 연방 고
속도로청이 각 교통 기관들과 대도시 계획수립 기구들이  제공하는 언어 
편이 서비스를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 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민권 감사와 3
년 마다하는 감사의 연방 운송청 담당 공무원들과 인터뷰 하였고 계획 승
인 감사를 하는 연방 운송청과 연방 고속도로청의 담당 공무원들과도 인터
뷰 하였다 . 본 조사 기관은 이들 3 가지의 감사 과정의 제반 기록과 감사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언어 편이 제공에 있어 고려되어야만 되는 언어의 범
위를 분석하였고 감사관이 언어 편이 업무에 있어 불성실성을 판정할 수 
있는 적용 규범은 이미 개발이 되었다 . 본 조사 기관은 일반적으로 인정되
는 정부 감사 기준에 의거하여 2005 년 2 월부터 2005 년 10 월까지 조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 

9 Rongfang (Rachel) Liu 박사 의 저서 : Mobility Information Needs of 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 Travelers in New Jersey ( 뉴저지 주를 여행하는 영어 미숙자의 기동
성 안내 필요 , 2004 년 12 월 ).  뉴저지 주 교통국 / 연방 고속도로청을 위해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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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미합중국 감사원 연락처 와  감사원 직원 의 
보고서 확인 Appendix I
미 감사원 연락처 케이트 시거러드 (202) 512-2834 또는 이메일 siggerudk@gao.gov 

감사원 직원의 보고서 
확인

상기 직원에 추가 하여서 리타 그리에코 ( 부국장 ), 미셀 드레스벤 , 에다 임
마누엘리 - 페레즈 , 해리엇 갠슨 , 조엘 그로스먼 , 다이안 하퍼 , 샤롯 키 , 
그래트 말리 , 존 앰 밀러 , 사라 앤 뭬스바우어 , 마리셀라 페레즈 , 라이안 
본 , 안드류 본 아 , 민디 위젠불룸 ,  알윈 윌버 등의 직원들이 본 보고서 작
성에 핵심적인 공헌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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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s Mission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the audit, evaluation and investigative 
arm of Congress, exists to support Congress in meeting its constitutional 
responsibilities and to help improve th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for the American people. GAO examines the use of public 
funds; evaluates federal programs and policies; and provides analyses, 
recommendations, and other assistance to help Congress make informed 
oversight, policy, and funding decisions. GAO’s commitment to good 
government is reflected in its core values of accountability, integrity, and 
reliability. 

The fastest and easiest way to obtain copies of GAO documents at no cost is 
through GAO’s Web site (www.gao.gov). Each weekday, GAO posts newly 
released reports, testimony, and correspondence on its Web site. To have GAO 
e-mail you a list of newly posted products every afternoon, go to www.gao.gov 
and select “Subscribe to Updates.” 

The first copy of each printed report is free. Additional copies are $2 each. A 
check or money order should be made out to the Superintendent of Documents. 
GAO also accepts VISA and Mastercard. Orders for 100 or more copies mailed 
to a single address are discounted 25 percent. Orders should be sent to: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441 G Street NW, Room LM 
Washington, D.C. 20548 

To order by Phone:  Voice:  (202) 512-6000  
TDD:  (202) 512-2537 
Fax:  (202) 512-6061 

Contact: 

Web site: www.gao.gov/fraudnet/fraudnet.htm 
E-mail: fraudnet@gao.gov 
Automated answering system: (800) 424-5454 or (202) 512-7470 

Gloria Jarmon, Managing Director, JarmonG@gao.gov (202) 512-4400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441 G Street NW, Room 7125 
Washington, D.C. 20548 

Paul Anderson, Managing Director, AndersonP1@gao.gov (202) 512-4800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441 G Street NW, Room 7149  
Washington, D.C. 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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