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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적법 절차  제기에  사용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이  양식은  선택  사항이며  민원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  절차상  보호방침  및 
분쟁  해결  옵션에  관한  정보는  OSPI, 특수교육  분쟁  해결  웹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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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과 관련된 교육구/기관의  이름 및 주소*

발송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원인은  이  민원서  사본을  교육구  교육감  또는  공공  기관의  
최고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섹션 I:  학생 정보

학생  이름

학생  이름

자격  범주(선택  사항)

자격  범주(선택  사항)

학년

학년

거주 교육구 학교 이름

섹션 II:  민원인 정보

학부모/보호자: 민원인, 학부모가 아닌 경우:

학부모 이름 민원인 이름 

거리 주소 거리 주소 

시/주/우편번호 시/주/우편번호 

자택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이메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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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인의 서명 
 

날짜

 

 

 

 

 

 

 

 

주의  사항 : OSPI 특수교육과(Special Education Division)는  지난해에  발생한  IDEA 위반  혐의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차별  또는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섹션  504 에  따른  504 계획(504 Plan)의 이행에  관한  질문은  시민권리사무국(Office for Civil Rights)에  1-800-421-

3481 번  또는  공교육  교육감  사무소(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OSPI)의  형평성  및  민권  사무국 (Equity & Civil Rights 

Office)에  360-725-6162 번으로  전화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 직무  행동에  관한  질문은  직무  관행  사무실(Office of Professional Practices)에  

360-725-6130 번으로  전화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교육 교육감 사무소(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에 의한 특수교육 시민  민원 제기 

양식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어트리뷰트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에 의해 

허가되었습니다 . 

 

http://www.k12.wa.us/SpecialEd/DisputeResolution/default.aspx
http://www.k12.wa.us/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섹션 III:  위반 혐의 정보 

A. 위반에 관한 진술: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교사들이 내 아이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을 따르지 않는다"와 같이 학교가 어떤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OSPI는 지난해에 발생한 장애가 있는 개인 교육 개선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IDEA) 위반 혐의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교육구가 다음과 같이 IDEA의 파트 B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식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 페이지를 첨부하십시오.) 

B. 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실: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에서 사건이 발생한 중요한 날짜를 포함하십시오. 

 

(양식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 페이지를 첨부하십시오.) 

C. 이 혐의와 관련하여 어떤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보낸 서신,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 및 IEP, 통지서 등 위반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문서. 

 

(양식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 페이지를 첨부하십시오.) 

D. 어떤 것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양식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 페이지를 첨부하십시오.) 

이 양식은 다른 형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 또는 민원 절차에 대한 질문은 공교육 교육감 사무소(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특수교육과(Special Education Division)에 360-725-6075번으로 연락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