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학생 성,    학생 이름 사건 번호

부모 증인 명단

증인 이름 학생과의 관계 증언 주제 연락처 정보 예상 증언
길이



 

지침 - 증인 명단 
 
증인 명단은 귀하가 적법 절차 심리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증인을 모두 나열한 문서입니다.  
 
이 명단에 증인을 포함한다고 해서 저절로 심리 중 해당 증인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편에서 특정 증인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담당 심의관(IHO)이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증인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각 증인이 귀하의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음 지침을 따라 증인 명단을 작성하십시오. 
 
제목 
“사안” 아래 상자에 학생의 이름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입력하십시오. 성, 이름  
오른쪽에 6자리 사건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증인 이름 
이 열에 증인의 성명을 입력하십시오. 직책이 있는 경우 포함하십시오. 예를 들어, “Jane 
Smith 박사” 
 
학생과의 관계  
이 열에는 해당 증인이 학생과 어떤 관계인지 또는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 이 사람의 직책(신경심리학자, 교사 등) 
• 일하는 곳(P.S. 13 교장, 학교 심리학자, 개인 언어치료사 등) 
• 학생과 함께 했던 학년(5학년 교사, 2019~20 작업 요법사) 

 
증언 주제  
이 열에는 증인이 증언할 주제를 나열하십시오. 짧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IHO가 해당 
증인의 증언이 귀하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그 정보가 다른 증인의 정보와 
중복되는지(똑같은지) 판단할 수 있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십시오. 아래 이 섹션을 
작성하는 방법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이 열에는 증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집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정보를 모르는 경우 
증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입력하십시오. 
 
예상 증언 길이 



 

이 열에는 각 증인에게 질문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의 양을 입력하십시오. 
상대편이 증인을 “반대 심문”하는 데 걸릴 시간을 예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의 양을 
분 단위로 입력하십시오.  
 
샘플 
아래는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샘플 증거물입니다.  
 
 

*** 
 

샘플 증인 명단 
 

증인 이름 학생과의 관계 증언 주제 연락처 정보 예상 증언 
길이 

Patty 원고 모 • 학생의 특수 교육 기록 
• IEP 미팅 
• 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 

• 부모의 우려 사항 

5 Boroughs St. 
New York, NY 10000 
 
Patty@internet.com 

90분 

Tina 교사 ELA 교사 
2020~2021 

• 학생의 필요사항 인식 
• 독서 프로그램 시행 
• 권장사항 
 

123 New Amsterdam St. 
New York, NY 10000 
 
Tina@ELAteacher.com 
212-555-5555 

60분 

Evelyn 
평가자 

신경심리학자 • 학생의 필요사항 인식 
• 2021 신경심리 평가  

1625 Big Apple Ave. 
New York, NY 10000 
 
Eveyln@evals.com 
646-555-5555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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