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적법 절차 불만 제기 통지서
IDEA 파트 B(3~22 세)
이 양식은 장애 아동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정 또는 3~22 세의 해당 아동에게 적절한 공공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모든 사안과 관련된 지역 교육 기관(Local Educational Agency, LEA) 및/또는 주 교육 기관(State
Educational Agency, SEA) 및/또는 학부모에게 법적 불만 제기 절차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사자
또는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장애인 교육법(IDEA) 요건을 충족하는 법적 불만 제기 절차 통지를 제출할
때까지 당사자는 적법 절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34 CFR 파트 300(IDEA 파트 B)을 참조하십시오.
불만을 제기한 학부모는 불만 제기 대상인 지역 교육 기관(LEA) 및/또는 주 교육 기관(SEA)에 행정 적법 절차
불만 제기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 교육감 사무실(OSSE)은 컬럼비아 교육구의 SEA 입니다.
기존 공립 학교, 비공립 주간 학교, 거주형 요양 시설 또는 컬럼비아 공립 교육구(DCPS)가 LEA 인 공립 차터
스쿨을 대상으로 불만이 제기된 경우 DCPS 에 대한 통지서를 DCPS 에 (202) 442-5115 번으로 팩스 전송하거나
Office of Dispute Resolution (ODR), 810 First Street, NE, 2nd Floor, Washington DC 20002 에 내방하여 사본을
제출하거나 (202) 478-2956 번으로 팩스 전송해야 합니다.
공립 차터 스쿨 및 LEA 소속 공립 차터 스쿨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공립 차터 스쿨의 교장 또는
책임자에게 ODR 사본과 함께 법적 불만 제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립 차터 스쿨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해당 공립 차터 스쿨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아동 재활 서비스 부(Department of Youth Rehabilitation Services, DYRS)를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DYRS
교육 사무소(Office of Education)의 교육 전문가 James Brooks 에게 ODR 사본과 함께 JamesS.Brooks@dc.gov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202) 299-3622 번으로 팩스를 보내야 합니다.
OSSE 를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OSSE 일반 자문위원실(Office of General Counsel)에 ODR 사본과 함께
(202) 299-2134 번으로 팩스를 보내야 합니다(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OSSE 에 (202) 724-7756 번으로 전화).
불만 제기 대상이 되는 LEA, SEA 및/또는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당일에 불만 제기 사본을 분쟁 해결
사무소(ODR)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일에 ODR 에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청회 담당자에게 케이스가 배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불만 제기에는 학부모, 학교 시스템 및/또는 OSSE 가 불만 제기의 근간이 되는
주장된 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거나 알아야 하는 날짜로부터 이(2)년 이내에 발생한 제기된 위반 사항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상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 절차 공청회를 요청한 당사자는 이 행정 적법 절차 불만 제기
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적법 절차 공청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청되는 정보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법률 지원:
제공되는 무료 법률 지원 목록은 www.osse.dc.gov > 프로그램 > 분쟁 해결 사무소 > 학부모 및 학생용 > 무료 법률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의 종이 사본은 ODR에 (202) 698-3819번으로 문의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1/7

개정: 2016 년 7 월

A.

학생 정보
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생 성별(선택 사항):

인종(선택 사항):

학생 주소(무주택 상태의 학생인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 기재):

재택 학습: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B.

워드(Ward)(1~8):

재학 중인 학교:

불만 제기/적법 절차 공청회 요청 개인
이름:

집 전화:

주소:
이메일:
학생과의 관계:

C.

팩스:

□ 학부모

□ 본인/성인 학생(18~22 세)

□ 법적 보호자
□ 학부모 대변인

□ 지역 교육 기관(LEA)

법적 대리인/변호사 정보(해당하는 경우):
이름/회사:
주소:
회사 전화:

D.

이메일:

팩스:

불만 관련 정보(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
불만 제기 대상(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
□ DCPS 공립 학교(이름):
□ 거주형 요양 시설(이름):
□ 공립 차터 스쿨(LEA 소유의 공립 차터 스쿨인 경우)(이름):
□ 공립 차터 스쿨(DCPS 가 LEA 인 경우)(이름):
□ DYRS
□ 비공립 학교(이름):
□ 주 교육감 사무실(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SSE)
□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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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IDEA 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중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공청회를 당사자가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 당사자는 해결 회의의 대안으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적 절차 공청회 이전에 중재를 할 수 있지만 중재는 법적 절차 불만 제기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
□ 본인은 해결 세션 회의의 대안으로 중재를 요청합니다.
□ 본인은 이 시점에 중재를 활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결 회의
학부모와 LEA가 이 회의의 포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한 적법 절차
공청회 이전에 LEA는 학부모와 회의("해결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을
대상으로 불만이 제기된 경우 학교 시스템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학교 시스템과의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OSSE를 대상으로 불만이 제기된 경우 해결 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 불만 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고:
모든 당사자가 해결 회의 개최에 대한 포기에 동의해야 이 회의가 개최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로서(하나에 체크 표시)
□ 본인은 해결 회의 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적 대리인이 해결 회의에 참석합니까? □ 예 □ 아니요
 해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정자를 요청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요
(조정은 당사자들이 모여 학생의 교육적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절차입니다.

조정자는 당사자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모든 당사자가 우려 사항을 표현하고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하는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 본인은 해결 회의를 포기하고 30 일의 해결 기간을 열어 두고자 합니다.
□ 본인은 해결 회의를 포기하고 30일의 해결 기간을 종료하며 법적 절차 청문회를 직접
진행하고자 합니다.
□ 해당 사항 없음(LEA가 법적 절차 불만 제기).
□ 해당 사항 없음(학부모가 주 교육감 사무실(OSSE)을 대상으로 불만 제기).

신속 청문회 요청
모든 적법 절차 신속 청문회 요청은 불만 제기에 수반되는 모든 요청 또는 조치와 별도로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신속 청문회가 허용되어야 하는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다음 유형의 신속 청문회를 요청합니다.
□ 훈육 문제와 관련한 불만 제기여서 신속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532(a)를
참조하십시오.
□ 학생 또는 기타의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건강 또는 안전에 영향을 주는비훈육 문제와 관련한
불만 제기이거나 신속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다른 부차적인 정당성이 있습니다. 참고: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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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는 수반되는 행위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신속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생
공청회 사무소 표준 운영 절차 1008.B 를 참조하십시오.

E.

불만 제기를 위한 사실 및 사유:
장애인 교육법(IDEA)에 따라,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주장을 지원하는 모든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요청되는
정보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공란이 더 필요한
경우 이 문서의 끝에 추가 페이지 삽입).
1. 해결 회의, 중재 컨퍼런스 및/또는 적법 절차 공청회에서 언급되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한 사실
등 문제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2. 현재 시점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3. 제시된 문제: (구체적으로 작성. 상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불만 제기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문제는 적법 절차 공청회에서 제기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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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공청회 편의 사항:
공청회 예상 소요 시간(시간/일):
필요한 특별 편의 사항(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
□ 통역사(언어):
□ 장애인 지원(기재):
□ 기타(기재):

G.

확인:
절차적 안전 장치 포기(선택 사항):
□ 본인(학부모/보호자)은 현 시점에 절차적 안전 장치 사본을 받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이 권리의
포기가 선택 사항이고 이 불만 제기 청구를 위한 필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학부모/보호자)은 공청회 담당자의 결정 사본을 다음의 방법으로 받겠습니다.
□ 이메일(이메일 주소 기재)
□ 등기 우편
학부모, 변호사 또는 지역 교육 기관 서명 및 확인: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이 양식에 기재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학부모/보호자 또는 성인 학생 서명

날짜

변호사/법적 대리인 서명(청구 당사자가 변호사 등의
대리를 받지 않는 경우 필요하지 않음)

날짜

지역 교육 기관(LEA) 대리인 서명(LEA가 공청회를
요청한 경우)

날짜

이 불만제기 통지서를 다음 주소로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내방 방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fice of Dispute Resolution
810 First Street, NE, 2nd Floor, Washington, DC 20002
팩스: (202) 478-2956
이메일: Hearing.Office@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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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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