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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우선 처리사항 로스앤젤레스 통합 학군에서 적절한 마스크 완화조치를 취할 것을 거부한 건에 대해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 답장: 엠마 나가시마 
[일자]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캘리포니아 교육부
Special Education Division 특수교육과
1430 N Street, Suite 2401
Sacramento, CA 95814-5901
이메일: speceducation@cde.ca.gov

답장:	긴급/우선 처리사항 [학군명]이 적절한 마스크 완화조치를 거부한 건에 대하여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 

캘리포니아 교육부 귀하께:

[학군명]에 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작성합니다. [학군명]은 연방법, 주법,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완화 조치에 대한 정부기관 지침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본 항의서한에서는 [학군명]이 다음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애인교육법
	재활법 제504조 
	장애인법 제2장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의 지침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COVID19-K12-Schools-InPerson-Instruction.aspx#Face%20Coverings  
	질병관리예방청의 지침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cloth-face-cover-guidance.html#evidence-effectiveness  


제 아이는 [학군명]의 [학교명]학교에 다닙니다. 제 아이는 [아이의 나이]세이며 [학년]학년 입니다. 제 아이의 생년월일은 [월, 일, 년]입니다. 제 아이에게 적절한 마스크 완화 조치가 적용되어야만 학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는 장애에 관련된 특수한 사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군명]은 마스크 완화 조치를 거부하였으며 그 결과 제 아이가 학교에 등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팩트

제 아이, [아이의 성명]은 [학군]의 학생입니다. 제 아이는 [학교명]에 다닙니다. 제 아이의 집 주소는 [집 주소]입니다.

제 아이는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며 개별교육프로그램 문서를 소유한 학생입니다. (가능한 경우: [학생의 이름]은 장애인 지역 시설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당신의 아이가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원인이 되는 아이의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서술하십시오. 또한 학교 직원이 마스크 착용 지침과 마스크 완화조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내용 및 완화조치를 거부한 내용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주장

제 아이는 장애가 있는 특수한 사유로 마스크 완화조치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원격교육은 제 아이에게는 적절한 교육방법이 아닙니다. 제 아이는 원격교육으로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마스크 완화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학교명 직원]에게 외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저에게 [마스크 착용 지침/완화조치에 대해 학교 직원이 말한 내용을 서술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소견서 등 학군에 제출한 문서를 확인 및 서술하십시오]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차별적이며 다음과 같은 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애인교육법
	재활법 제504조 
	장애인법 제2장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의 지침 
	질병관리예방청의 지침


저는 제가 제기한 장애차별 항의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요청으로 캘리포니아 주가 직접 개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 아이는 학군의 불법적인 마스크 정책으로 즉각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학군에 항의 서한을 제출하여도 소용이 없을 듯합니다.

제가 본 모든 지침과 정보에서는 마스크 완화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 항의서의 뒤에 귀하께서 검토하시게 될 모든 증거를 첨부합니다. [증거로 당신의 아이를 위해 마스크 완화 조치를 요청한 내용 및 학군의 반응을 첨부하십시오. 원하시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

저는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저의 항의를 우선시하여 [학군명]에서 제 아이에게 마스크 완화조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저의 항의를 우선시하여 [학군명]의 학교 직원에게 마스크 완화조치가 반드시 시행되도록 교육할 것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질문 혹은 관심있으시면 제게 연락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모/후견인/교육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조:	[감독관 이름], [감독관 이메일 주소]
	[교장 이름], [교장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