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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고충민원 양식 

개인 또는 조직은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파트 B 또는 파트 C에 따른 특수 교육 요건의 
위반을 주장하는 고충민원서에 서명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고충민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DEA 파트 B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34 §§ 300.151300.153 및 IDEA 파트 C.F.R. 34 §§ 303.432-303.434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본 양식은 주정부 고충민원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된 본보기 양식입니다.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본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기재된 모든 정보가 고충민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충민원 정보(주정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조직) 
성명: 기본 전화번호: 

주소: 기본 번호로 연락 가능한 시간: 

가능한 경우, 대체 전화번호: 

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 

특정 아동에 대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아동과의 관계(선택 사항): 

 
아동 정보(특정 아동에 대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성명: 아동이 다니는 학교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Early Intervention Service, 

EIS) 제공자: 

생년월일(선택 사항): 

주소: 아동이 노숙인인 경우, 해당 부모의 연락처 또는 전화번호: 

 
중재 
중재는 중립적인 개인이 구속력 있는 서면 계약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쟁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당사자를 
지원하는 자발적인 절차입니다. 중재 서비스는 주 교육감 사무국(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SSE) 분쟁 
사무소(Office of Dispute Resolution, ODR)를 통해 제공됩니다.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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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고충민원 

IDEA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지역 교육 기관(Local Education Agency, LEA), 학교, EIS 제공자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의 이름: 

  

위반 혐의를 기술해 주십시오. 날짜, 이름, 장소를 포함해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고충민원 
주장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제안하는 해결책을 설명하십시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하여 서명한 고충민원서와 첨부 자료 또는증빙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OSSE 주 고충민원 
사무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LEA/학교, EIS 제공자, 또는 기타 해당 공공 기관에도 고충민원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Division of Elementary, Secondary, and Specialized Education 
Attn: Kirstin Hansen 
1050 First St. NE, Fifth Floor 
Washington, DC 20002 

이메일 첨부: osse.IDEAstatecomplaints@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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