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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인사에 관련된 행동은 교육구 교육감의 고유책임이며 이는 민원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교육감이나 담당 감독 관리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관한 이의제기는

1부를 작성한 후, 학교장/감독 관리자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설명이나 뒷받침되는 정보를 민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합시다.
이 민원 신청서를 학교나 사무실이 접수한 후 문제에 관한 의논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학교장/감독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업무 5일 이내에 논의할 날짜와 시간을 연락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업무일 10일 정도 걸립니다.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후, 업무 10일 내에 또는 이 회의 후에 학교장/감독 관리자는 서면으로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
가끔은 불만 사항이나 해결점이 너무 복잡할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업무일 10일 이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학교장/감독 관리자는 첫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연락을 취하여 결정 연장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가일은 10일을 넘지 않습니다.
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귀하가 제출한 정식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학교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게 이의제기를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감독 관리자의 결정 또는 결정을 내린 날부터 15 업무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재검토 요청은 MCPS Form 270-8: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에의 민원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글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학교장/감독 관리자의 절차와 기간 규정과 비슷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시간제한에 따라 답변을 제공하게
됩니다.
(a) 회의는 업무일 5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b) 회의 후, 업무일 15일 이내에 재검토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c) 상황이
복잡하거나 추가 시간을 요청한 경우, 추가로 업무일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결정을 서면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후 가능한 이의제기
교육감이나 대리인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재심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후에
Maryland 주,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대리인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교육감의 결정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
청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