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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E 1312.4 
 
지역 관련 
 
윌리엄스 학교  표준 이의제기 절차 
 
개관 1 
 
학부모/후견인, 학생 들 과 선생님 께 통고; 
이의 제기  권리 
 
학부모/후견인, 학생들 , 그리고 선생님 귀하: 
 
교육 법령 35186 은 아래의 통고문이 각 반에 게시 되기를 명시합니다 
 
1. 각 반에는  충분한 교과서와 교재가 있어야  한다.  영어 교습생 들을 포함한 각 학생들이  교실에서의 
사용과 집에도 가져갈수 있도록  충분한 교과서 
나 교재, 혹은 둘다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2. 학교 시설들 은 청결, 안전 해야 하고  완전한 정비가 유지되어야  한다.   완전한 
정비란 시설물이 공립학교 건축 사무국에서 설정한 데로  청결, 안전하고, 사용 가능한것을 의미한다. 
 
3. 교육 법규 35186 (h) (2)와 (3) 이 설정된 바와 같이 교사의 공석이나 부적절한 선임 조치가 없어야 한다. 
 
부적절한 선임이란  법적으로 인증된 인정서 혹은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면허소지 임무자를 교육이나 
근무 위치에  배치 함 을 이른다. 혹은, 면허소지 직원이지만 법령으로  근무가 허락되지 않는  임무자를 
교육이나  근무 위치에  선임 함 을 일 컫는다 
 
교사의 공석이란 일년 전체를 위하여 년 초에  면허소지한  단독 지정 임무자가 근무처에 선임되지 
않았거나, 혹은 근무 임기가 한 학기 과정일 경우, 전 학기를 위하여 학기 초에 면허소지한 단독 지정 
임무자가 배치되지 않은것을 일컫는다. 
 
4. 위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의 신청을 제출하려면, 이의 제기 용지들은 어느 교장 선생님 의 사무실이나  
지역교육 사무실 , 또는 학구나 켈리포니아 주  교육청의 왭 사이트 에서 다운로드 가 가능하다. 
 
 
 
 
개관  2 
 
이의 제기 용지: 윌리엄스 학교  표준 이의 제기 절차 
 
이의 제기는 무명으로도 제출될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의 제출시 응답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정보를 필히 제공하셔야 합니다. 
 
응답을 요구하십니까?_______예  _______ 아니요 



 
연락처 정보: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하 번호 
낮: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녁: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의제기의 대상인 문제의 장소: 
학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과 제목/ 학년 과 선생님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실 번호/ 교실 이름/ 시설물의 장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제가 관찰된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직 아래와 같은 관건들만이 이의제기 과정의 대상이 될수 있읍니다. 
만일 귀하가  아래에 명시 되지 않은 관건으로 이의 제기를 원하실 경우, 
적절한 지역구의 이의 제기 절차를 사용하십시요. 
 
구체적인 이의 제기 관건(들): ( 해당 사항은 모두 체크 하십시요:  이의 
제기는 하나 이상의 주장을 내포 할수 있읍니다.) 
 
1. 교과서와 교재들: ( 교육 법령 35186; 5 CCR 4681 ) 
 
_____ 한 학생이, 영어 교습자를 포함 하여, 교실에서 사용할 표준화된 교과서나 교재 혹은 주 또는 지역 
구 에서 채택한 교과서나 다른 필요한 교재가 구비되지 
않았다. 
 
_____한 학생이 집에서나 방과 후에 이용할수있는 교재의  사용권이 없다 
이것이 한 학생당 두 세트의 교과서와 교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_____교과서나 교재들이 낡았거나 사용할수 없는 상태이거나, 페이지가  모자란 
다 던지 혹은 손상되어 읽지 못할 상태이다. 
 
_____한 학생에게 부족한 교과서와 교재들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과서나 교재들의  
한 부분을 복사한 사본들이 제공되었다. 
 
2.  교사의 공석 혹은 부적절한 선임:  ( 교육  법령  35186; 5  CCR  4681 ) 
 
_____ 한 학기가 시작되나  교사의 공석은 계속된다.  교사의 공석이란 일년 전체를 위하여 년 초에 면허 
소지한 단독 지정 임무자가 근무지에 선임 되지 않았거나,  혹은 근무 임기가 한 학기인 경우, 전 학기를 
위하여 학기초에 면허 소지한 단독 지정 임무자가 배치되지 않은것 을 일컫는다. 
 
개관 2 ( 계속) 
 
_____ 비자격 소지자나  혹은 연수 미달인 교사가 한 반의 20 % 이상이  영어 
교습자인 반을 지도하기 위해 선임 되었다. 
 



_____교사의 과목 주제  능숙도가 부족한 반을 지도하기 위해 선임되었다. 
 
3. 시설물 상태: 
 
_____ AR 1312.4. 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학생들이나 임무자 들의 건강과 안전에  
          비상사태나 긴급한 위험을 주는 상태가 존재한다. 
 
_____ 학교 화장실의 청소가 안 되어있고   정기적으로 정비가 안 되거나,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혹은  화장실용  화장지, 비누 그리고 종이 타올 이나 가동하는  
           손 건조기가 항상 구비 되어 있지 않다. 
 
_____ 학생들이 교실에 있지 않은 수업시간 동안 학교가 모든 화장실의 문을 열어  
           놓치 않았거나, 학생들이 반에 있는 수업시간 중에 충분한 숫자의 화장실이 
           열려있지  않았다.  학생의 안전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여 화장실이 폐쇄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귀하의 이의 제기의 사안을 설명하십시오.  상황 설명을 완전히  하기 위하여 추가 페이지를 첨가 해도 
되고 필요한 데로 긴 글로 기록 하셔도 됩니다.  시설물 상태에 관한 이의 제기는 비상 사태인지 긴급한 
시설물 상태인지를 설명하시고 그 상태가 어떻게 학생들과 임무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아래 장소의 명시된 임무자에개 이 이의제기를 제출 하십시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장  선생님  혹은 대리 지명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 소  ) 
 
 
부디 아래에 서명 하여주십시요.  만일 귀하가 무명인 상태를 원하시면, 서명은 
필요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모든 이의 제기는, 무명 제출 까지도, 날짜는 필히 
적어주십시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서 명    )                                                                          ( 날 짜 ) 
 
 
개관 
승인:    1 월 24, 2005                                    부에나  팍  학구 지역 
검토:    7 월 10, 2015                                    부에나 팍, 캘리포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