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성 및 개인정보 보호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 주택 소유자와 향후 주택 소유자를 위해 특별구의 

다양한 자원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접근성에 대한 참고 사항 
1998년부터 연방 정부 기관은 장애인이 웹 콘텐츠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하여, 우리는 이러한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래픽 요소에 대해 텍스트 제공. 

● 색상으로 전달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페이지 디자인. 

● 스크린 리더, 시선 추적 장치,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보조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웹 페이지와 양식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함. 

이 웹 사이트의 정보에 액세스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DC.Gov에 

문의하여 이 웹 주소(frontdoor.dc.gov), 보려는 자료, 경험한 문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하가 액세스하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기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개인 액세스 권한이 없는 경우, 컴퓨터 액세스를 제공하는 

도시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이 웹 사이트를 탐색하고, 사이트의 리소스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83224로 “FIND”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202) CONNECT 또는 (202) 266-6328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참고 사항 
이 웹사이트의 일부 페이지에서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귀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아래에서는 귀하가 웹 사이트 

전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DC 정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https://dc.gov/
http://connect.dc.gov/service/public-computer-access
http://connect.dc.gov/service/public-computer-access
http://connect.dc.gov/service/public-computer-access


리소스 찾기 퀴즈  
리소스 찾기 퀴즈를 풀 때 귀하가 공유하는 정보는 DC 정부가 거주민들의 

주거 요구와 상황을 광범위하게 이해하기 위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이 

퀴즈를 통해 내년에 집을 구입하는 데 관심이 있는 웹사이트 방문자의 

비율, 세입자, 노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귀하의 이름이나 주소를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에게 

맞춤형 결과를 보내기 위해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합니다. 귀하의 

이메일은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리소스 페이지의 자격 계산기 
웹 사이트의 일부 리소스 페이지에는 리소스 사용 자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격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기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가구 규모와 소득에 대해 묻습니다. 퀴즈와 마찬가지로, 귀하가 

공유하는 정보는 DC 정부가 DC 거주민의 주거 요구와 상황을 광범위하게 

이해하기 위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퀴즈는 웹사이트 방문자의 평균 

가구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알려줍니다.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귀하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신청서 양식 
다음 신청서 링크를 통해 리소스를 신청하면 리소스를 제공하는 DC 정부 

기관의 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귀하가 신청서에 공유하는 모든 정보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 및 저장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1년 5월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