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s protection & advocacy system

재택 청문회 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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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공정 청문회를 신청하였으며, 의학적, 물리적,
교통상의 제한 사유 또는 기타 이유로 카운티의 지정된 장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재택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MPP
22-045.11 "청구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로 청문회 장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문회는 청구인의 자택 또는 카운티와
청구인이 합의한 다른 장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재택 청문회 요청 방법:

- 귀하는 동의하지 않는 조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항소를 하고 주
공정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State) 공정 청문회 요청 시
재택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택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귀하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에서는 귀하가 지정된 청문회 장소에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State) 공정 청문회를 요청할 때 함께 재택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공익 및 대응 부서 (Public Inquiry) (800) 9525253 으로 연락하여 재택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 및 대응
부서 (Public Inquiry)가 이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 청문회 사무소에 연락하여 해당 지역의 청문회
사무실의 주심 판사에게 재택 청문회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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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rn Valley 사무소 (NVO)
Karlen Harmison, 주심 판사
744 P Street, MS 19-44, Sacramento, CA 95814-5512
전화: (916) 651-0927
무료 전화: (866) 538-2431
팩스: (916) 651-2737
Los Angeles 지역 사무소 (LARO)
Dora Luna, 주심 판사
744 P Street, MS 28-01, Sacramento, CA 95814-5512
전화: (213) 833-2200
무료 전화: (866) 708-0792
팩스: (213) 833-2230
San Diego 지역 사무소 (SDRO)
Anthony Gurrola, 주심 판사
744 P Street, MS 28-03, Sacramento, CA 95814-5512
전화: (760) 510-4999
무료 전화: (866) 388-4427
팩스: (760) 510-4998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간행물에 대한 다음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저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설문조사에
응합니다.]
법률적 지원에 대해서는 800-776-5746 으로 전화하거나 지원 요청서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916-504-5800(북부 캘리포니아), 213213-8000(남부 캘리포니아)으로 전화하십시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는 다양한 출처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기금에 대한 전체 목록은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