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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의국 
11101 GILROY ROAD, UNIT E/CLERK'S OFFICE 

HUNT VALLEY, MARYLAND 21031 
전화: (410) 229-4281    팩스: (410) 229-4277 

www.oah.state.md.us 
 
 

조정 및 적법 절차 이의 신청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하십시오. 
 

□ 조정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을 갖는 데 동의하는 경우 행정 심의국에서는 이 신청서의 
수령일로부터 약 20 일 이내에 조정 일정을 세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 

회의를 포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공립 교육 기관이 이 이의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15 일 이내1에 

문제 해결 회의 일정을 세우고 회의를 소집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 문제 해결 회의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조정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양측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문제 해결 회의 절차를 포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공립 교육 기관은 이 이의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1 문제 해결 회의를 

열도록 일정을 세워야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양측 당사자들이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적법 절차 
심의회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이 신청서의 수령일로부터 약 20 일 이내에 조정 일정이 세워집니다.  
 
참고: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공립 교육 기관이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문제 해결 회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생 정보: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현재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재학 중이 아닌 장애를 가진 학생을 대신하거나, 일시적인 대안 교육 
시설 배치 또는 장애 징후 판단과 관련하여 적법 절차 이의가 제기된 경우 행정 심의국은 요청 즉시 신속한 적법 절차 
심의회의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 심의회는 심의회를 신청한 이의가 제기된 날짜로부터 수업일 기준으로 20 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문제 해결 회의는 적법 절차 이의 서류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7 일 이내에 열려야 하며 양측 당사자들에게 
모두 만족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심의회는 적법 절차 이의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15 일까지 진행됩니다. 



2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립 교육 기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당하는 항목 하나에 체크 1: 

□ 현재 학생이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거나 재학 중이지 않습니다. 

□ 징계 조치를 유발하는 행동으로 인한 배치 변경 또는 장애 징후 판단에 대해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신청서 제출자: 
 
이름:                                                                                                   
 
주소(학생의 주소와 다른 경우):   
 
전화:  (직장)                                      (자택)                                      (휴대폰)____________________ 
 
팩스:  ______________________        전자 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과의 관계: □ 부모      □ 법적 후견인 □ 공립 교육 기관    □ 본인    □ 대리 부모 
 
 
대리인/대표인(해당하는 경우): 
 
이름:                                                                                              
 
주소:                                                                                           
 
전화:            팩스:                                           
 
전자 메일:                                                                                                
 
 
다음 지원이 필요합니다(구체적으로 작성). 

□  외국어 통역사: _______________________  □   특수 의사 소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세히)        (자세히) 

□   수화 통역사: _______________________  □  장애를 위한 특수 지원 사항: ___________________ 
        (자세히)         (자세히)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자세히)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의거하여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심의회에서 다루어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사실 및 제안된 문제 해결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종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이의가 IDEA 에 명시된 내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취인은 이의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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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조정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사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안된 해결책에 대한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정 및 적법 절차 심의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립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상 보호 규약 

문서인 조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학부모 안내서(A Parent's Guide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Mediation) 또는 적법 절차에 대대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학부모 안내서(A Parent's Guide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Due Process)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문서의 사본은 MSDE 웹 

사이트(www.marylandpublicschools.org)에서 얻을 수 있고,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 학교 시스템의 

특수 교육 사무국 또는 메릴랜드 주 교육부 특수 교육/조기 개입 서비스과에 문의하여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 관련 연방 및 주 법과 규정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조정 및 적법 절차 이의 신청 양식의 사본은 상대방과 행정 심의국에 반드시 

전송되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서명 및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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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H-CO-E69 doc 75489 (2007 년 10 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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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 분쟁 관련
무료 또는 저가 법률 지원 

 
다음 목록은 특수 교육 분쟁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법률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리인 또는 변호 단체입니다. 
. 

 
Legal Aid Bureau, Inc. 
 
229 Hanover Street 
P.O. Box 943 
Annapolis, MD 21404 
410-263-8330 
800-666-8330 
 
500 East Lexington Street 
Baltimore, MD 21202 
410-951-7777 
866-534-2524 
 
5 North Main Street 
Suite 200 
Bel Air, MD 21014 
410-879-3755 
410-836-8202 
800-444-9529 
 
110 Greene Street 
Cumberland, MD 21502 
301-777-7474 
866-389-5243 
 
Tred Avon Square 
210 Marlboro Road 
Suite 3 
Easton, MD 21601 
410-763-9676 
800-477-2543 
 
22 South Market Street 
Suite 11 
Frederick, MD 21701 
301-694-7414 
800-679-8813 
 
P.O. Box 249 
Route 231 
Hughesville, MD 20637 
301-932-6661 
410-535-3278 
 

Legal Aid Bureau(계속) 
 
6811 Kenilworth Avenue 
Calvert Building, Suite 500 
Riverdale, MD 20737 
301-927-6800 
888-215-5316 
 
111 High Street 
P.O. Box 4116 
Salisbury, MD 21801 
410-546-5511 
800-444-4099 
 
29 West Susquehanna Ave. 
Suite 305 
Towson, MD 21204 
410-296-6705 
www.mdlab.org 
 
Maryland Coalition for 
Inclusive Education (MCIE) 
 
7484 Candelwood Road 
Suite R 
Hanover, MD 21076 
410-859-5400 Ext. 105 
1-800-899-8837 
www.mcie.org 

 
Maryland Disability Law 
Center (MDLC) 
 
1800 North Charles Street 
Suite 400 
Baltimore, MD 21201 
410-727-6352 
410-727-6387 TDD 
800-233-7201 
www.mdlcbalto.org 
 
 
 

Maryland Volunteer Lawyers 
Service  
 
Maureen van Stone, Esq. 
Project HEAL at Kennedy Krieger 
1750 E. Fairmount Ave. 
Office 1062 
Baltimore, MD 21231 
443-923-4416 
vanstone@kennedykrieger.org 
 
Hope Tipton, Esq. 
Director of Project HEAL 
Johns Hopkins Children’s Center 
Harriet Lane Clinic 
200 N. Wolf Street, Office 1118 
Baltimore, MD 21287 
410-502-0058 
htipton2@jhmi.edu 
 
Parents’ Place of Maryland 
(학부모에게 교육 및 지원 제공) 
 
801 Cromwell Park Drive 
Suite 103 
Glen Burnie, MD 21061 
410-768-9100 
www.ppmd.org 
 
University of Maryland Clinical 
Law Office 
 
5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 
410-706-3295 
http://www.law.umaryland.edu 
 
Family Support Services 
 /Partners for Success 
지역 교육 시스템의 특수 교육과에 
Family Support Services, Partners for 
Success 또는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타 유사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문의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