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lation – Explanation and Caution
The electronic translation service on the City of Surrey’s web site is hosted by Google Translate.
The quality of the translation may vary in some of the languages offered by Google. The goal of
the basic translation is to capture the general intention of the original English material.
Google Translate is a free service and currently offers translation in over 50 languages.
Unfortunately, not all the languages spoken in the City of Surrey are translated. Punjabi is one of
the languages not currently offered, and to remedy the situation, the City has been in contact with
Google and they have committed to making Punjabi available in the future.
The City of Surrey cannot guarantee the quality, accuracy, or completeness of any translated
information. Before you act on translated information, the City encourages you to confirm any
facts that are important to you and the decisions you make.
The City of Surrey offers interpretation services at all its facilities. If you have a question about the
material you read on our web site, we encourage you to stop by a City facilities to discuss it. You
can also contact the City at (604) 591-4011 to receive interpretation support.
The City is committed to enhancing the accessibility of its web site to all its citizens, and
appreciates any feedback that it receives.

번역- 설명 및 주의사항
써리시 웹 사이트의 모든번역은 Google 번역기를 이용해 제공됩니다. 번역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나 그 정확성은 언어별로 차이가 있답니다. 본 번역은
일반적 내용을 안내해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Google 은 현재 50 여개의 언어로 무료 번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만, 써리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가 번역되지는 않습니다. Punjab 은 현재 제공되지 않는 언어
중 하나이지만, 향후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써리시는 번역된 정보의 질,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번역된 내용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중요한 모든사실과 내린 결정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써리시의 모든 시설에서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 관련 웹사이트에서
이해 안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시고 , 통역 지원을받기
원하시는 분은 (604) 591-4011 로문의바랍니다. 써리는 모든 시민이 웹사이트를
쉽게 접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모든의견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