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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Syosset 중앙 교육구의 정책, 관행 및 절차는 교육구로 하여금 장애 아동을 위한 평가와
배치에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고, 특수 교육의 완전한 연속체의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의 정신과 서신을 모두 충족 시키겠다는 약속을 나타냅니다.

이 계획은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직원 및 학부모를 위한 작업 매뉴얼로 사용되며, 규정, 법률 및 정책이
수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Syosset 중앙 교육구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장애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교육구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특수 교육 분야의 특성과 연방 정부, 주 법원 및 법원의 요구 사항 및 특별 교육과 일반
교육의 관계에 응답합니다.
교육 서비스의 연속체는 다음 원칙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
•

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는 포괄적인 평가 방식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치/ 프로그램은 연방법 및 주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회원 자격을 갖춘 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한 여러 분야의 위원회에서 권장합니다.

•

교육 서비스는 학생의 특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에서
제공됩니다.

•

교육 서비스는 수준의 분류가 아닌 식별 된 학생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Syosset 중앙 교육구의 사명은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모든 학습자가 뛰어난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크게 사회에 이익을 주는 성공적인 성취에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유능한 시민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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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 및 CPSE
주요 기능 및 훈련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의지를 이행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매년 특수 교육위원회 (CSE)와
취학 전 특수 교육위원회 (CPSE)를 임명합니다. 위원회는 뉴욕 교육법, 섹션 4402 및 4410 및 교육
위원 규정 200.3 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됩니다. CSE 및 CPSE 의 주요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장애 학생을 위한 식별, 평가 및 추천 배치 ;

•

각 학생에게 적합한 적법 절차 안전 장치가 제공되는지 확인 ;

•

학군 내에 거주하는 장애가 있는 모든 어린이나 다음 학년도에 유치원이나 공립학교에 출석 할
자격이 있는 아이들의 등록부를 매년 개정하여 유지한다;

•

다른 교육 및 지역 사회 봉사 기관과의 통신 및 자원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

적정성과 프로그램 상태,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교육 위원회에 보고는 낫소 카운티 내의 공립 및
사립 기관에 의해 학령기 장애 아동, 취학 전 아동에게 이용 가능합니다.

CSE/CPSE 회원 훈련
교육구는 CPSE 및 CSE 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위원회에서의 책임에 대해 적절하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 200 부 조항을 수행하기 위해 이들 회원을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 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CSE / CPSE 문제와 관련하여 NYSED 회의에 출석을 준비합니다 ;

•

정기적으로 구역 단위의 훈련 실시 ;

•

뉴욕 주 특수 교육 위원회 지침 도서, 감독관의 규정 제 200 부, 위원장 규정에 대한 모든 개정안
및 정보 게시판 그리고 팜플렛, SED 의 각서를 포함하여 모든 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급;

•

지구 내 워크샵 및 교육 세션 일정 수립 ;

•

특수 교육 배치에 대한 연간 현장 방문을 위원회 구성원에게 요청하여 거주 특수 교육 학생에게
제공되는 배치 선택권을 익히도록 권장;

•

RSE-TASC 를 교육 자료로 활용합니다; 필요할 경우, 위원회 위원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해석을
위해 자원 봉사자로서 지방 검사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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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 교육 위원회 (CPSE)
회원
CPSE 는 처음 평가 받는 아동을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임명 한 다음 회원들로 구성됩니다 :
•

프리 스쿨원생의 학부모.

•

교육구에서 고용한 적절한 전문직 종사자로써 특수 교육 조항을 제공하거나 감독할 자격이 있고,
학군의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취학 전 특수 프로그램의 활용성과 지역 및
비방 자치 단체의 서비스 및 기타 자원에 대해 알고 있고, 위원회의 의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

학군 또는 인접 학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유아가 취학 전 또는 초등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고 교육구 또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맺지 않은 장애 아동의 추가 부모 인 경우,
회의의 72 시간 전까지 학생 부모나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특별히 요청한 경우.

•

부모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건부의 조기 중재 프로그램 (Early Intervention Program)로
부터 적절한 면허 또는 인증을 받은 전문가 (조기 중재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CPSE 프리 스쿨
서비스로 전환하는 아동).

•

지방 자치(카운티) 최고 행정 책임자가 임명 한 적절한 면허 또는 인증을 받은 전문가가 초대 될
수 있으나, 회의가 개최되기 위해 정족수를 위한 필수는 아닙니다.

•

어느 때든 아동이 정규 교육 환경에 참여 하거나 또는 정규 교육 환경에 참여할 때 정규 교육
교사 및 적어도 한 명의 아동의 특수 교육 교사, 또는 적절한 경우 아동의 특수 교육 제공자

•

아동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는 학부모 또는 CPSE 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고 참여 해야 합니다 .

•

개별적으로 임명된 정규 교육 교사, 특수 교육 교사 또는 제공 기관, 학교 심리학자, 또는
교육구의 대표자, 그리고 사용 된 평가 절차 및 평가 결과의 교육적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육구에서 고용한 전문가.

•

CPSE 회원으로 초대 한 개인으로 학부모나 교육구의 결정에 따르고, 학군이나 학부모가
지정하는 대로 그 아동에 관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

CPSE 회의 서면 통지는 회의 날짜보다 적어도 5 일 전에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CPSE 회의는 학기 및
여름 기간 동안 추천을 검토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특수 교육 사무소에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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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장애를 지닌 프리 스쿨 학생 (Preschool Student) "이란 프리 스쿨 특수 교육위원회 (CPSE)에서
확인한 것으로, 공립학교에 출석이 불가피한 원생으로 프리 스쿨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리 스쿨원생을 말합니다. 프리 스쿨원생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심한 지연이나
장애를 인지 능력, 언어, 의사 소통, 적응, 사회 정서적 또는 운동 발달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기능
영역에서 학생의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한 지연 또는
장애는 아동 발달을 위해 승인 된 이정표와 비교하여 검토 할 때, 그리고 학생의 수행 및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부모 면담 및 기타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평가 절차 등에서 얻은 모든 기능 영역의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개별 평가의 결과로 문서화 되어야 합니다:
•

하나 이상의 기능 영역에서 12 개월 지연; 또는 ,

•

하나의 기능 영역에서 33 % 지연 또는 두 기능 영역 각각에서 25 % 지연. 또는 ,

•

적절한 표준 장비가 평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한 기능 영역에서 평균보다 2.0
표준 편차가 적거나 두 기능 영역 각각에서 평균보다 1.5 표준 편차가 득점; 또는,

•

감독관 규정, §200.1 (zz)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폐증, 난청, 청력 상실, 청력 손상, 정형 외과 장애,
기타 건강 장애, 외상성 뇌 손상 또는 실명을 포함한 시각 장애 등의 정의 용어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서비스 첫 적령기"는 현행 규정에 정의 된 아동의 적령기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 자녀가 3 세 때 이미 가정 법원 또는 교육법 §4204-a 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 법원에 배치 된 아동은 부모가 그렇게 선택하면 자녀가 처음으로 교육법 §4410 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 자격이 되는 해 달력의 8 월 31 일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년 중 8 월에 학교에 처음 출석 할 수 있는 학년 중 8 월까지 학생은 장애가 있는
유치원생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권장 사항:
CPSE 는 먼저 제공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

관련 서비스만; 또는

•

특수 교육 순회하는 서비스만; 또는

•

특수 교육 순회 서비스와 결합된 관련 서비스; 또는

•

규정 200.1 항에 정의된 반나절 유아원 프로그램; 또는

•

하루 종일 유아원 프로그램.

위원회는 먼저 장애가 없는 연령대의 친우가 없는 환경에서의 특수 교육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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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E 절차
권고
유치원 특수 교육위원회 (CPSE)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 규정에 명시된 연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구의 거주자인 아동을 평가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평가 절차는 초기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들에 의해 구역의 CPSE 위원장에게 서면 요청이 이루어졌을 때
시작됩니다 :
•

학생의 부모;

•

자녀가 거주하는 교육 구의 지명자 또는 합법적으로 출석하거나 출석 할 수 있는 공립 교육구;

•

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립 교육 기관의 위원 또는 지명인 ;

•

교육법 제 4402 조 (3) 항에 따라 특수 교육 책임위원회가 있는 보육 기관 소속 교육 프로그램의
지명자.
추천은 학년도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유치원 프로그램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전 참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필요한 예방 접종 기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CPSE 가 추천을 받으면 부모는 평가 절차를 설명과 평가를 위해 부모의 동의를 요청하는 서신을
받게 됩니다. 카운티에서 승인 한 평가 사이트 목록이 포함됩니다. 번역은 필요에 따라 제공됩니다.
동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학부모가 동의 요청을 접수하고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구의 관행을 시행해야 합니다.

평가 및 권장 사항
평가는 다음을 포함하며 학부모의 비용은 없습니다:
•

신체 검사;

•

개별 심리 검사, 학교 심리학자가 평가 후 추가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외 ;

•

난이도의 영역에서 학생의 학업 성적 및 행동을 문서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 환경에서 학생의
관찰;

•

사회적 내역; 그리고

•

의심되는 장애로 탐지되는 신체적, 정신적, 행동 적 및 정서적 요인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타의
적합한 시험 또는 평가 (행동이 학생의 학습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의 기능적
행동 평가 포함).
요약 보고서에는 미취학 아동의 개별 필요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공되어야 하는 특수 교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유형, 빈도, 위치 및 기간에 대한 권장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미취학 아동에게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에서 교육이나 관련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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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할 수 있는 방식을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특수 교육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특정 제공자를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완료되면 초기 평가 보고서가 CPSE 에 제출됩니다. CPSE 는 첫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평가 동의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권장 사항을 개발합니다. CPSE 는 CPSE
회의 이전에 학부모에게 요약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것은:
•

미팅의 적어도 5 일 전에 부모에게 서면 통지서를 보냅니다.

•

부모에게 통보하기 위해 최소한 하나의 추가 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서면 통지 또는
전화를 의미 할 수 있습니다.
CPSE 가 초기 평가를 수행 한 기관의 승인 된 프로그램에 아동을 배치하려는 경우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다른 승인 된 평가자로부터 두 번째 평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CPSE 는 규정 200.16 (e) (6)에 따라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서면 보고서를 교육위원회, 유치원생
학부모 및 유치원생이 거주하는 구 자치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아동이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면 부모에게 그 이유를 나타내는 서면 통지서를 보냅니다. 위원회가 아동이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장애인 상태의 성격, 아동의 현재 활동 수준,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 또는
권장 서비스의 유형 및 연간 목표 및 단기 교육 목표 권장되는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를 준비합니다. CPSE 는 모든 경우에 아동의 필요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제한 환경에서
배치를 권장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든 위원회의 권고가 학부모의 선호와 다른 경우, 보고서는
위원회의 권고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배정
교육 위원회(the Board of Education)가 위원회(Committee)의 권고에 동의하면 교육
위원회는 아동에게 적절한 특별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선합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학부모가 교육위원회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결정을 항소 할 수 있습니다. 배치 결정에 대한 검토는 학령기 아동 배치에
적용되는 절차상의 적법 절차와 동일한 규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승인 된 프로그램의 배치는 NYCRR
§200.16 (f)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됩니다. 교육
위원회가 위원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의견 불일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의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IEP 를 수정합니다.

연례 검토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류 된 모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연례 검토가 실시됩니다.
학부모는 회의 우편을 통보 받습니다. 학부모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이 검토는 교육 진행 및 성취, 정규 교육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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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능력 및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자격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새로운
IEP 가 회의에서 준비됩니다.
추천의 철회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는 이전에 장애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초기 평가를
위해 수행해야 합니다. 부모의 허가가 보류 된 경우, 그러한 부모는 제안 된 평가에 가장 익숙한 지정
전문가와 비공식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회의에서 추천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추천은 철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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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 위원회
회원
학군의 CSE 는 매년 개편 회의에서 교육위원회가 임명 한 다음과 같은 회원들로 구성됩니다 :
•

자녀의 부모 또는 학생과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 ;

•

학생이 일반 교육 환경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고 있는 곳에서 그 학생의 한 명 이상의 일반
교육 교사;

•

1 명 이상의 특수 교육 교사 또는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자 ;

•

CSE 위원장은 일반 교육 교과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장애 학생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제공하거나 감독 할 자격이 있는 교육구의
대표입니다. 이 자격을 갖춘 개인은 특수 교육 교사, 학생의 특수 교육 제공자 또는 학교
심리학자와 같은 개인이 될 수 도 있습니다;

•

학교 심리학자;

•

일반 교육 교사, 특수 교육 교사 또는 제공자, 학교 심리학자 또는 위에서 설명한 교육구
대표자 중에서 선택 된 팀의 구성원 일 수 있고, 평가 결과의 학습 효과를 해석 할 수 있는
개인;

•

추가 학부모로 학군 또는 인접하는 학군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의 부모, 만약 분류 대상에서
제외된 지 5 년을 초과하지 않은 장애 학생의 부모 또는 5 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졸업한 장애 학생의 부모로, 회의 개최 최소 72 시간 전 까지 학생의 부모, 학생 또는 CSE
회원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요청한 경우;

•

교육구나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서비스 직원이나 학생에 관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개인을 포함합니다. 지식 또는 특수 전문 지식의 결정은 그 개인을 초대 한
당사자(들)가 해야 한다;

•

학생의 부모 또는 학교 회원이 회의 최소 72 시간 전에 서면으로 특별히 요청한 경우, 학교의
의사; 그리고

•

적절할 경우, 학생.
아동의 학부모와 다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정보, 외부 평가 및 보고서를 위원회와 공유 할

것을 권장합니다. 회의에 대한 서면 통지는 회의 날짜보다 적어도 5 일 전에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CSE 회의는 1 년 내내 필요에 따라 특수 교육 사무소와 건물에서 개최됩니다.

특수 교육에 대한 소위원회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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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는 종합적 학교 수준의 프로그램 검토, 재평가 검토 및 연례 검토 과정에서 활용됩니다.
소위원회는 초기 배치에 특수 학급, 학생이 출석하는 학교 밖의 특수 학급, 또는 주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나 교육구 밖의 학교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교육위원회가 임명 한
다음 회원들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 또는 학생과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 ;

•

학생이 일반 교육 환경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할 때 한 명 이상의 학생의 일반 교육 교사;

•

한 명 이상의 특수 교육 교사나, 적절한 경우, 한 기관 이상의 학생의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 ;

•

특수 교육을 제공, 관리 또는 감독 할 수 있는 교육구의 대표 인 소 CSE 위원장은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교육구 자원의 가용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격을
갖춘 개인은 특수 교육 교사, 특수 교육 제공자 또는 학교 심리학자와 같은 개인으로 지명 될
수도 있습니다;

•

학교 심리학자, 새로운 심리 평가가 검토되거나 보다 집중적인 직원 / 학생 비율을 가진
프로그램 옵션으로 변경 될 때마다;

•

평가 결과의 교육적 함의를 해석 할 수 있는 사람. 위에서 설명한 팀원 일 수 있음 ;

•

위원회 나 학부모가 지명한 대로 관련 서비스 요원을 포함하여 아동에 관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기타 사람들. 해당 인물의 지식 또는 특수 전문 지식의 결정은 해당 개인을 SubCSE 의 회원으로 초대 한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

적절할 경우, 학생.

CSE 회원 출석
CSE 또는 소 CSE 회원은 학부모와 교육구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회원의 교육 과정 또는
관련 서비스 영역이 회의에서 수정되거나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또는 일부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2008 년 8 월 21 일부터 학생의 학부모가 아닌 CSE 회원은 다음의 경우, 전체 또는
일부 회의에서 교육 과정 또는 관련 서비스의 수정 또는 토론과 관련하여 회의 참석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부모와 교육구는 서면으로 면제에 동의해야 합니다 ; 그리고

•

면제 된 회원은, IEP 의 개발에 대한 서면 의견, 특히 회의 이전에 그들의 교육 과정 영역에
관련된 또는 관련된 서비스들에 관한 서면 의견을 학부모나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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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요청을 검토하고 검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진술
요청서와 서면 의견을 회의 날짜 5 일 이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회원을 면제 할 수 있도록 교육 구로 요청 및 /
또는 동의 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비상 사태 또는 부득이한 일정의 충돌 때문에 출석 할 수 없는 회원; 그리고

•

교육구는 학부모의 검토 및 고려를 위해 회의 이전 및 제외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얻기 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면제 요청은 학부모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다수의 의견은 바람직한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검토중인 학생의 학부모 및 기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정보, 외부 평가 및 보고서를 위원회와 공유하도록 권장됩니다.
회의에 대한 서면 통지는 회의 날짜보다 적어도 5 일 전에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CSE 회의는 PPS
사무국과 학교 건물에서 필요에 따라 학기 내내 개최됩니다.

정의
장애가있는 학생은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정도의 특별한
필요가 요구되는 학생입니다. 의회는 1990 년 10 월 30 일부터 연방법에서 "장애 아동"이라는 용어를
"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대체하여 공정 절차와 적절한 배치에 대한 접근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장애 아동"이라는 용어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의 법정 및 규제 정의는 통제합니다 :
“장애 학생"이라는 용어는 9 월 1 일 이전에 21 세가 되지 않았고, 교육법 3202 절에 의거하여
공립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또는 정서적인 이유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서만
적절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하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어에는 교육적 필요가
주로 영어,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요인에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인 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법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결정적인 요인이 읽기 또는 수학 또는 제한된 영어 숙달에 대한 교육
부족이 있는 경우 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이라는 용어는 교육구의 등록소에 등록 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특별 서비스나 프로그램” 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
•

특별 수업, 과도기적 지원 서비스, 자료실, 직접 및 간접 컨설턴트 교사 서비스, 전환 서비스, 보조
기술 장치, 여행 현장 교육, 순회 선생님을 포함하는 특수 교사 및 가정 교육.

•

특별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위한 타 지역과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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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 교육 서비스 위원회 (Board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에서 제공하는 계약 또는
특별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BOCES).

•

뉴욕 주법 제 85 조, 제 87 조 또는 제 88 조에 따라 위원장(Commissioner)이 주 또는 주정부
지원 학교에 임명.

•

위원장이 승인하고 특별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위해 주 내에 있는 사립 비거주 학교와의 계약.

•

위원장이 승인하고 특별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위해 주 밖에 있는 사립 비거주 학교와의 계약 .

•

위원장이 승인하고 특별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위해 주 내에 있는 사립 거주 학교와의 계약 .

•

위원장이 승인하고 특별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위해 주 밖에 있는 사립 거주 학교와의 계약 .

•

주 교육부 이외의 주정부 기관의 관할 하에 장애 아동을 돌보고 치료하기 위한 주거 시설에서
교육 서비스 제공.

•

청각학, 상담, 재활 상담, 작업 치료, 물리 치료, 언어 병리학을 포함한, 위원장의 규정에 의해
정의 된 의료 서비스, 학교 보건 서비스, 학교 간호사 서비스, 학교 사회 사업, 보조 기술, 통역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및 이동 서비스, 부모 상담 및 교육, 레크리에이션 요법 그리고 기타
적절한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들.

•

천구백육십칠 년의 법 오백육십육 항에 열거 된 특별 학교 구역이 있는 주거 또는 비거주 배치를
위한 계약.

•

뉴욕주의 승인 및 자금 지원을 받는 학교와의 계약 (제 89 조).

"장애 학생"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분류를 포함합니다 : 1
1.

자폐증 –일반 적으로 3 세 이전에 나타나며 구두 및 비언어적 의사 소통 및 사회적 상호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 장애로 이는 학생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친다. 자폐증과 관련된
다른 특징으로는 반복적인 활동과 고정 관념의 움직임, 일상적인 환경 변화 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저항, 감각적 경험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학생이 이 글의 부분에서
정의 된 바와 같이 정서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주로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세 이후에 자폐증의 특징을 나타내는 학생은 이 단락의 기준이
다르게 충족되면 자폐증으로 진단 될 수 있습니다.

2.

청각 장애 (Deafness) - 청력 손상이 심한 학생으로서 증폭이 있거나 없는 청력으로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데 장애가 있으며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1

Legal Reference: Regulations of the Commissioner of Education, Secti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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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아인- 시각 장애 – 청각과 시각 장애가 동반된 장애 학생으로 청력 및 시각 장애가 동반 된
학생으로, 청각 장애 학생이나 시각 장애 학생에게만 제공되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수용 할 수
없는 심각한 커뮤니케이션 및 기타 발달 및 교육 요구를 야기합니다.

4.

정서적 장애 -장기간에 걸쳐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나타내며 학생의 교육적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학생:
•

지적, 감각 또는 건강 요인으로 설명 할 수 없는 학습이 불가능한 ;

•

친구 및 교사와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구축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

•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유형의 행동이나 느낌을 갖는 ;

•

대체적으로 불행이나 우울증이 전반적인 분위기 ; 또는

•

개인적 또는 학교 문제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경향.

이 용어는 정신 분열증을 포함합니다. 정서적 교란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 용어는 사회적
부적응 학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청각 손상 - 영구적이거나 변동이 심한 청각 장애 학생으로서,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만
청각 장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

6.

학습 장애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법 또는 수학 계산 등의 불완전한 능력을
언어 사용, 말하기 또는 쓰기에 관련하여 현저한 하나 이상의 기본적인 심리적 과정에 장애가
있는 학생입니다. 이 용어는 지각 장애, 뇌 손상, 최소한의 뇌 기능 장애, 실독증 및 발달 실어증과
같은 상태를 포함합니다. 이 용어에는 주로 시각, 청각 또는 운동 장애, 지적 장애, 정서적 장애
또는 환경 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의 결과인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지적 장애 – 현저한 평균 이하의 일반 지적 기능, 적응 행동의 적자와 동시에 존재하며, 발달
기간에 현저하고, 이는 학생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8.

복합 장애 – 수반되는 장애 (예를 들어 지적 장애 – 실명, 지적 장애 – 정형 외과 장애),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심각한 교육 요구로 장애 중 하나만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없는
장애입니다. 이 용어의 정의에는 청력 상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9.

정형 외과 장애 -심각한 정형 외적 장애가 있어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학생. 이
용어에는 선천적 기형 (만곡족, 일부 구성원 부재 등), 질병 (예: 소아마비, 뼈 결핵 등)으로 인한
손상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손상 (예: 뇌성 마비, 절단과 골절 또는 화상을 야기하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10. 기타 건강 장애 - 간질, 류마티스 열, 신장염, 천식, 겸상 적혈구 빈혈, 혈우병, 간질, 납 중독,
백혈병, 당뇨병, 주의력 결핍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다 활동 장애 또는 토레트 증후군을
12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만성 또는 급성 건강 문제로 인해, 환경 자극에 대한 경계를
강화와 교육 환경에 대한 경계가 제한적이며, 제한된 힘, 활력 또는 주의력을 가진 학생으로
학생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장애입니다.
11. 말하기 또는 언어 장애 - 학생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말더듬, 장애가 있는 조음, 언어
장애 또는 음성 장애와 같은 의사 소통 장애가 있는 학생.

12. 외상성 뇌 손상 –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 신체적 힘 또는 뇌졸중, 뇌염, 동맥류, 산소
결핍증 또는 뇌종양과 같은 특정 의학적 상태에 의해 뇌로 인해 뇌 손상을 입은 학생. 이 용어는
지각 및 운동 능력, 심리 사회적 행동, 신체 기능, 정보 처리 및 언어를 포함한 인지, 언어, 기억,
주의력, 추론, 추상적 사고, 판단, 문제 해결, 감각을 포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미, 중등도
또는 중증 장애를 초래하는 특정 건강 상태에서 열렸거나 닫힌 두부 손상 또는 뇌 손상을
포함합니다. 2
13. 실명을 포함한 시각 장애 – 학업에 영향을 미치고, 시정 조치에도 시각 장애가 있는 학생. 이에는
부분적으로 보거나 시각 장애 아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2

법률 참조 : 교육 위원장 규정, 200.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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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 절차
초기 권고
위원회 규정(the Commissioner’s Regulations)의 4402 항과 200.2, 200.4 및 200.5 항에
따라, CSE 는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학령기 아동을 평가하고, 장애 조건을 확인하거나 (또는
장애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치 유형 추천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고는 학년도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교육 위원회는 평가를 위한 동의서를 수령 한 날로 부터 60 일 (7 월과 8 월달
동안은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을 의미 함) 이내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장애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초기 평가를 위한 서면 추천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

학생의 부모 또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 ;

•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교육구 또는 합법적으로 출석하거나 출석 할 수 있는 공립 교육구의
비명 위원;

•

학생의 교육에 책임이 있는 공립 기관의 위원이나 지명인 혹은 CSE 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육 기관과 제휴한 교육 프로그램의 지명인.

초기 평가를 위한 서면 요청은 :
•

18 세 이상의 학생, 또는 교육구의 공립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는 미성년자 학생;

•

자녀가 거주하는 학군의 전문직 직원 또는 합법적으로 출석하거나 출석 할 수 있는 공립
또는 사립 학교;

•
•
•

면허증이 있는 의사;
법무관;
복지, 건강 또는 아동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립 교육 기관의 전문 직원.
교육구 신입생은 입학 당시에 선별 검사를 받았으며, 자격 심사가 가능한 장애가 있음이

나타나면 CSE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추천은 건물 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에게 합니다.
추천서는 작성되고 날짜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서면 추천 및 학부모 또는 사법 공무원의 서면 추천을 제외하고 추천 서면 요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추천 이유를 기재하고 추천이 근거한 테스트 결과, 기록 또는 보고서를 제공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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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공된 보조기구 나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추천하기 이전에 학생의
수행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 된 중재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교육 방법론을 기술하거나 그러한
시도가 없었던 이유를 기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

추천 이전에 부모의 접촉이나 개입 정도를 설명하십시오 .
추천 요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공립 학교 대표자는 수업일로 10 일 이전에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평가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는 학부모 또는 보호인에게 추천
요청 사본을 제공하고,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 또는 서비스에 대한 초기 평가를 학생에게 추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총괄자나 다른 전문직 직원으로
추천을 요청한 교육구 지명인을 만나 추천을 논의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학생을 위한 적절한
일반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부모 또는 교육구의 요청이 있을 때,
추천을 요청한 다른 사람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모님을
돕기 위해 번역문이 제공되며 학부모님께는 특수 교육 및 정당한 절차 권리에 관한 학부모 안내서가
제공됩니다.
권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철회 될 수 있습니다 :
•

학부모와 권고서를 제출 한 사람은 서면으로 철회에 동의합니다.

•

총괄자는 추천서 수령 후 수업일 기준으로 수업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학생이 특수 교육의 대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추천을 하는 사람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소개하는 사람이 학군의 전문 스탭 일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행정관이 추가적인 일반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의 추천이 정당하지
않다고 서면으로 동의하면 추천은 철회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추가 일반 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 사용되는 교육 전략, 수집 될 학생 중심 데이터 및 제안 된 기간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동의서 사본은 추천 요청을 한 교육구의 전문직 직원, 학부모, CSE 위원장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동의가 없는 평가 실시 절차
추천을 철회하기 위한 서면 동의서가 없을 경우, 부모는 추천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초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모든 시도를 문서화합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전화를 걸거나 시도한 전화 및 부모님에게 보낸 전화 및 서신의
결과 및 접수 된 응답이 포함되고,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의장은 교육구 규정에 따라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을 평가할 수 있음을 감독관 규정 200.5 절에 설명된 적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교육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철회 동의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자녀의 누적 교육 기록 파일에 기록됩니다.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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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구가 제공하는 대안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기간에 대한 설명 , 그리고

•

학생의 식별 된 학습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 된 대체 방법과 학생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로
동의 한 기간 안에서의 후속 회의 할 수 있는 기회.

평가 및 권장 사항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결정하기 위한 초기 평가는 학부모 동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학부모에게 무료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건강 진단 검사;

•

개별 심리 검사, 학교 심리학자가 심사 후에 추가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외;

•

난이도의 영역에서 학생의 학업 성적 및 행동을 문서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 환경에서 학생의
관찰;

•

사회적 내역;

•

직업 기술, 적성 및 관심사를 결정하기 위해 12 세 이상 아동, 부모 및 학생 인터뷰 ;

•

의심되는 장애에 기여하는 신체적, 정신적, 행동 적 및 정서적 요인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타
적합한 평가 또는 (행동이 학생의 학습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의 기능적 행동
평가 포함)평가.
이전 학군에서 평가 동의서가 제공되었거나 학부모가 평가 과정에 협조하지 못한 경우

학생이 교육구에 등록한 경우 60 일의 일정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사실상 차별이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중 언어 평가로 완료됩니다. 평가 결과는 분명히 또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국어 또는 의사 소통 방식으로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CSE 는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적절한 자원을 사용하여 특별 평가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평가에는 이중 언어 평가, 정신과 및
신경학 검사, 청력 평가, 시각 평가, 직업 평가 및 보조 기술 평가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전문화 된 평가는 초기 평가 절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표시 될 수 있습니다. CSE 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자원 및 인증 된 전문가 목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CSE 회의가 예약됩니다. 학부모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것은:
•

서면 통보는 회의에 대한 조언을 하기 최소한 5 일 전에 부모에게 보냅니다.

•

부모에게 통보하기 위해 최소한 하나의 추가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가 서면 통지 또는
전화를 의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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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 는 결과를 검토하고 교육위원회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위원회가 아동이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학부모 / 보호자 및 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이유를 설명합니다.
교장은 적절한 경우 학생에게 어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아동이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장애인 상태의 성격, 아동의 현재 활동 수준,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 또는 권장 서비스의 유형 및 연간 권장 사항, 목표 및 단기 학업 목표를 명시한 IEP (개별 교육
프로그램)가 준비됩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은 모든 면에서 감독관 규정 200.4 (d) (2), (3), (4),
(5) 및 (6) 조항을 준수합니다.

배정
교육위원회가 위원회의 권고에 동의하면, 부모는 결정을 통보 받게 됩니다. 적절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을 배치하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전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이나 추천 60 일 수업 일을 평가하는 데 동의 한 날로부터 장애가 있는 학생을 재검토를 60
일 이내에 실시됩니다. 추천 된 주 내 또는 타 주 사립 학교에 배치하기 위한 추천 인 경우, 그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교육위원회가 CSE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초기 배치는 학생의 학부모 /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CSE 는 IEP 사본을 접수 교사 및
기타 직접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냅니다. 교육구에서는 무료로 IEP 사본을 학생의 부모에게 제공 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위원회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추가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
권고안을 송부 할 수 있습니다.

연례 검토, 재평가 및 거부
장애로 분류 된 모든 거주 학생에 대해 적어도 매년 검토가 수행됩니다. 학부모는 회의에
대해 우편으로 통보 받습니다. 학부모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이 검토는 장애 학생의 교육 진행 및 성취, 정규 교육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능력, 특수 교육
서비스 자격 지속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새로운 IEP 가 회의에서 준비됩니다.
특수 교육위원회는 재평가가 필요한 장애 학생의 경우나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러나 3 년에 한번씩 각 학생에 대해 적절한 재평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평가는
학생의 개인적 필요, 교육 진행 및 성취,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 그리고
학생이 계속해서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학생의 장애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적어도 한 명의 교사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여러 분야의 팀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합니다. 재평가 결과는 CSE 에서 검토합니다
학생이 더 이상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전에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CSE 가 학생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위원회는 정규 교육의 첫 해에 대한 기밀 지원 서비스 (declassification support service)를 권장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심리적 서비스, 사회 봉사 서비스, 언어 및 언어 개선 서비스, 상담
(진로 상담 제외) 및 기타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포함 될 수 있으며 보좌 또는 상담을 담임 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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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경우 수정 시험, 외국어 면제 및 졸업 안전망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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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관
교육 위원회 규정 200.6 조에 따라, 교육구는 유치원생과 취학 연령의 어린이들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 배치 할 수 있게 해 주며 개인적 필요의 유사성 기초하여
아동을 배치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연속체를 제공합니다.

학교 일정
특수 교육 학생은 정규 교육 기관과 동일한 학교 일정에 참여합니다.

최소 제한 환경
교육 구는 주거 환경에서의 배치부터 지원 및 관련 서비스가 있는 주 수업 배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구는 필요에 따라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
어린이를 배치하는 정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최소 제한 환경"(LRE)은 장애 학생의 특수 학급 배치,
개별 학교 또는 단지 장애의 성격 또는 심각성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정규 교육 환경에서의
철수는 보조기구 사용 그리고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만족스럽게 달성 될 수는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에서 장애 학생 개인 배치:
•

학생이 필요로 하는 특수 교육 제공 ;

•

장애가 없는 다른 학생들과 같은 적절한 수준으로 학생 교육을 제공 ; 그리고

•

가능한 한 학생의 집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

실행 요구 절차
•

학생은 자신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하기 위해 분명하게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의 주요
언어 또는 다른 의사 소통 방식에 대해 포괄적이고, 편견 없는, 개별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수
교육 배치 이전에 CSE 는 교육 관련 지원 서비스 (ERSS)를 포함한, 중재 모델 대응(RTI)을
사용하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의 자원이 적절하게 고려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은 적절한 경우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교사 및 적절할 경우, 학생 등의
의미 있는 참여로 개발 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학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평가 데이터의
의미 및 배치 옵션의 연속체를 포함합니다.

•

특수 교육위원회 또는 프리 스쿨 특수 교육위원회는 먼저 학생과 교사를 위해 적절한 지원을
받아 일반 교육 배치를 고려합니다. 특수 학교 또는 일반 교육 환경에서의 다른 제거와 같은 대체
배치는 CSE / CPSE 가 보조 기구 및 서비스 사용으로도 학생의 교육을 만족스럽게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

학부모 또는 보호자 및 교육위원회는 CSE / CPSE 로부터 학생에게 고려 된 프로그램 및 배치
옵션을 설명하고 선택되지 않은 옵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추천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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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E / CPSE 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의 지속 또는 수정에 대한 학생의 필요 사항을
매년 검토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학생의 교육 진행 상황과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청소년들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 배치하는 정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교육 구는 국장의 규정 200.6 에 설명 된 대로 전체 서비스 연속체를 제공합니다.

요구의 유사성
장애 아동은 언제든 특수 교육 목적으로 그룹화 될 때, 필요성의 유사성에 따라
그룹화됩니다. CPSE 및 CSE 는 다음 요소에 따라 교육 요구를 파악합니다:
•

학업 성취도 및 교육 성취도 및 학습 특성의 범위 -교실 내의 학업 성취도 또는 교육 성취도의
범위는 교육이 각 학생에게 연간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룹의 학생들의 학습 특성은 또한 이 범위의 학업 또는 교육 성취도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유사해야 합니다.

•

사회 개발 - 그룹 내 사회적 상호 작용이 각 학생에게 유익하고, 각 학생의 사회적 성장과 성숙에
기여하며, 제공되는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지 않도록 사회성 발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사회적 필요가 그러한 배치의 유일한 결정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

신체 발달 - 신체적 발달은 각 학생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 받는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신체적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신체적 요구만으로 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아닙니다.

•

관리 요구 – 관리 요구는 그룹 내 어느 한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룹의 다른 학생들이
수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지 않도록 환경적 개조, 적용 또는
필요한 인적 또는 물질적 자원의 제공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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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연속
초등 특수 교육 (CPSE)위원회
1. 관련 서비스:
4401 (2) (k)에 정의 된 서비스는 청력 병리학, 청각학, 심리 치료, 물리 치료, 작업 치료, 규정에 정의
된 재활과 의학 서비스를 포함한, 연방법에 정의 된 학부모 및 교육, 학교 보건 서비스, 학교 간호사
서비스, 학교 사회 사업, 보조 기술 서비스, 통역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및 이동 서비스, 기타 적절한
발달상의 교정 또는 기타 지원 서비스,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적절한 접근 이용 등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여 BOE 가 결정한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

승인 또는 면허를 받은 유아원 이전 또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

제공자의 작업실;

•

학생의 집*;

•

병원;

•

주 정부 시설; 또는

•

교육법 4410 조에 정의 된 탁아소.

하나 이상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초기의 위치는 IEP 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관련 서비스가 표시되면 가능하면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가 단일 대행사에 고용 되어야 합니다. 관련
서비스 제공자 또는 승인 된 프로그램에는 서비스 결정에 대한 서면 통보가 제공됩니다

2. 특수 교육 ITINERANT 서비스:
BOE 가 결정한 현장에서의 순회 기준으로 인증된 특수 교육 교사가 승인 된 프로그램을 제공,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승인 또는 면허를 받은 유아원 이전 또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

제공자의 작업실;

•

학생의 집*;

•

병원;

•

주 정부 시설; 또는

•

교육법 4410 조에 정의 된 탁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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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E 의 검토 없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BOE 가 유치원생의 자녀가 다른 장소로 이송되어서는 안됨을 명시한 의학적 또는 특수한 필요
사항을 문서화하여 결정하는 경우, 어린이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수 교육 순회 서비스의 목적은 다음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
•

직접 서비스 (Direct Service): 조기 아동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취학 전 어린이를 돕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개별화 된 또는 그룹 교육.

•

간접 서비스 (Indirect Services):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미취학 장애 아동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습 환경 조정 및 / 또는 교육 방법 수정에 아이의 교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인증 된 특수 교사가 제공하는 상담.

특수 교육 순회 서비스 (SEIT)는 주당 2 시간 이상 이어야 하며 특수 교육 교사에게 배정 된 장애
학생의 총 수는 20 명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비스는 학생의 IEP 에 따라, SEIT 서비스 외에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3. 통합 학급:
최소 1 명의 특수 교육 교사와 1 명의 보조 교사가 있는 12 명 이하의 미취학 아동. 통합 수업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장애가 없는 아이들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12 명 이하의 취학 전 어린이 반.

•

다른 교사가 가르치는 장애가 없는 취학 전 아이과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 수용된 장애가 있는 12
명 미만의 취학 전 아동.

4. 특수 학급
특수 학급이란 특수 학급에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기 위해 유사한 개인적 필요로 인해 함께
그룹화 된 동일한 장애 또는 다른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으로 정의됩니다.
•

연대순 연령 범위는 36 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최대 학급 규모는 최소한 1 명의 교사와 1 명의 보조 교사가 있는 유치원생 12 명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는 주당 2 일, 하루에 2-1 / 2 시간 이상 제공됩니다.

5. 주거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 프로그램은 하루에 최소 5 시간, 일주일에 5 일 입니다. 거주 프로그램의 배치는 감독관 규정
200.6 (j)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2

특수 교육 위원회(CSE)서비스의 연속
1. 전환 단계의 지원 서비스
학생 개개인의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임시 서비스로,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정규 프로그램 또는
제한이 적은 환경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규
또는 특수 교육 교사에게 제공됩니다.
2. 컨설턴트 교사 서비스
컨설턴트 교사 서비스는 정규 교육 수업에 참석하는 장애 학생 및 / 또는 해당 학생의 정규 교육
교사에게 직접 및 / 또는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수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권장되어야 하며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은 학생이 컨설턴트 교사 서비스를 받을 정규 교육 수업을 표시해야 합니다. 컨설턴트 교사
서비스는 다음 조항에 따라 제공 되어야 합니다:
•

컨설턴트 교사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학생은 매주 최소 2 시간 동안 학생의 IEP 와 일치하는 직접
및 / 또는 간접 서비스를 받습니다. 단, CSE 는 컨설턴트 교사 서비스 이외에 자원실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매주 3 시간 이상 학생의 IEP 와 일치하는 배합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턴트 교사에게 배정 된 장애 학생의 총 수는 스물(20)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3. 관련된 서비스
관련 서비스는 언어 병리학, 청력학, 심리 치료,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상담 서비스, 진단 목적을 위한
재활과 의학 서비스를 포함한, 학부모 상담 및 교육, 학교 보건 서비스, 학교 간호사 서비스, 학교
사회 사업, 보조 기술 서비스, 통역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및 이동 서비스,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접근, 기타 발달상이나 교정 지원 서비스, 그리고 기타 적절한 지원 서비스.
•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 동시에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는 교사 / 전문가 한 명당 5 명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t;

•

정규 교육 프로그램 또는 기타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함께 하는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의 관련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4. 자료실
자료실 프로그램은 보충 프로그램이 필요한 장애 학생의 정규 또는 특수 교실 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각 자료실 기간의 교육 그룹은 학업, 사회, 신체 및 관리 요구의 유사성에 따라 그룹화 된 5 명의
학생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각 자료실 기간은 적절한 경우 특수 교육 교사 또는 공인 독서 교사에 의해 지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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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CSE 의 권고에 따라, 컨설턴트 교사 서비스와 자료실 서비스의 조합을 받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최소 세(3) 시간 이상 그리고 50 % 이하의 시간을 자료실 프로그램에서
보내야 합니다.

•

자료실 교사에게 배정 된 총 학생 수는 초등 학생의 경우 스무(20) 명, 중고등 학교 수준의 학생
스물 다섯(25) 명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자료실 서비스는 풀 아웃 (pull-out) 또는 푸시 인 (push-in) 프로그램 또는 둘 다의 조합으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5. 통합적 공동 교습
통합 된 공동 교습 서비스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그룹에게 특수 설계된 교육 및 학업
교육을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

통합 된 공동 교습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의 최대 수는 장애 학생의 수가 12 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IEP 가 결정합니다.

•

각 반에 배정 된 교직원은 최소한 특수 교육 교사와 일반 교육 교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

해당 교실에 배정 된 보조 교직원을 포함한 추가 인원은 특수 교육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6. 자체 포함 특수 교육 수업
특수 학급이란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비슷한 개인의 필요로 인해 함께 그룹화 된
동일한 장애 또는 다른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구성된 클래스로 정의됩니다. 16 세 미만의
학생들은 특수 학급의 연령대가 3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은 IEP 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특수 학급에 배정됩니다.
8.

교육구 밖의 배정

교육구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서 적절하게 해결 될 필요가 있는 장애 학생은 다음 중 하나에 배치 될
수 있습니다:
•
•

다른 공립 학군에서 운영하는 특수 수업;
BOCES 프로그램;

•

승인 된 사립 학교 (낮);

•

4201 또는 주정부 운영 학교; 또는

•

승인된 거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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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과 병원 교육
장애가 있는 학생은 CSE 에서 가정 및 / 또는 병원에서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초등학생을 위한 수업은 일주일에 최소 5 시간, 일일 1 시간이 바람직합니다.;

•

중고등 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최소 10 시간의 교육을 받으며, 일일 2 시간이 바람직합니다.

10. 기밀 정보 지원 서비스

특수 교육을 종료 한 학생은 기밀 정보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탈회 지원 서비스는 특수
교육에서 풀 타임 정규 교육으로의 이동을 돕기 위해 학생 또는 학생 교사에게 적절한 서비스 영역에
인증 된 사람이 제공합니다. 탈회 지원 서비스에는 심리적, 사회 사업 및 언어 / 언어 개선 서비스, 비
직업 상담, 주류 교사 보조 또는 적절한 인력과의 상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수정은
적절한 경우 계속 될 수 있다.
학생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특수 교육위원회가 학생이 더 이상 그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풀 타임으로 배치 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추천서는:
•

기밀 지원 서비스 식별 ; 그리고

•

그러한 서비스 개시 예정일을 표시하십시오.,

•

이러한 서비스의 빈도와 기간은 학생이 풀 타임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입학 한 후 1 년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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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서비스
학교 심리 치료 서비스
다음 주요 영역의 책임은 학교 심리학자에게 할당됩니다: 평가; 관측; 시험 관리 및 해석;
특수 교육위원회 (CSE)의 추천, 평가 및 배치에 참여; 학생 진도 모니터링; 교사와의 상담;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다른 전문가들과 연락. 특수 교육 수업과 관련된 추가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학생들을 도울 중재 개발 및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개발에 교사를 보조; 특수 교육
학생에게 서비스 제공을 모니터링; 연례 검토 회의 조정; 3 년 재평가 실시; 필요한 경우, 지구 밖의
교육 대안을 모색, 필요하다면; 배치 후 학생들의 진도를 모니터링; 새로운 규정 및 절차의 이행을
위한 교사 훈련, 행동 개입 계획을 개발.

학교 사회 복지사 서비스
다음과 같은 주요 책임 영역이 사회 복지사에게 배정됩니다: 교사와의 상담; 덜 제한적인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는 학생들에게 과도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 부모 교육;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위기 시 개입 (즉, 아동 학대, 버스 문제 등); 학교와 가정 및 지역 사회 기관 간의 연락.

학교 연설, 언어 및 청력 서비스
언어 전문가들은 말하기, 언어 및 청각 장애 아동의 검증과 교육을 도와주는 교직원을
지원합니다. 그들은 조음 장애, 말더듬 및 음성 장애, 표현 및 수용 언어 문제, 청력 결핍, 뇌 기능
장애, 구강 - 운동 장애 및 구개열 장애 아동을 위한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전문가의
활동 중 상당수는 관찰, 개인 테스트 및 상담, 학부모와의 관련 회의 및 교육 방법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이 포함됩니다.

학교 물리 치료 서비스
육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이 교육의 혜택을 받거나 제한이 가장 적은 환경에서 유지되기 위해
물리 치료가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관과 학생을 돕는
전문가 간의 조정; 체력, 기능, 운동 발달 및 학생의 적응 필요성에 대한 평가; 지시 될 때, 프로그램
계획 및 치료 프로그램; 주류화 과정에서 정규 교육 교사와 상담; 학생들의 신체적 요구 사항을
다루는 비 전문직 종사자의 감독 및 지도.

학교 작업 치료 서비스
작업 치료사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학교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작업 치료사의 의무에는 개인 평가, 필기 및 기타 교실 미세 운동에 필요한 상지의 운동
강도 및 강도 증가, 일상 활동을 방해하는 아동의 감각 반응 조절, 일상 생활 활동 개발, 적응력 제공
필요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고 장애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합니다. 작업 치료사의
목표는 학교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기능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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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청각 교육 서비스
청력 교육은 일반 또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청각 장애가 있는 5 세에서 21 세
사이의 학생에게 직접적인 전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청각 장애인 및 청각 장애인
교사가 말하기, 읽기 및 청각 훈련에 대한 전문화 된 수업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학생들이 초등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학교 시력 교육 서비스
학교 비전 교육 서비스 비전 교육은 시각 장애가 있는 교사가 시각 장애가 있는 일반 또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5 세 이상 21 세 미만의 학생에게 직접적인 전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관련 서비스에는 다양한 광학 보조 장치 사용, 대형 인쇄 서적 및 워크 시트 사용,
촉각 및 기록 자료 및 최신 기술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 포함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 환경에 순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학생의 교육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음성 /언어 서비스 기준
학생의 의사 소통 장애로 인해 적절한 교육적 이득을 얻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면, 평가를
위해 특수 교육위원회 (CSE)에 회부해야 합니다. 의사 소통 장애로 인해 교육 연기에 악영향을 받지
않지만 일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언어 치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은 각 학교의 교육
지원 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조건으로 간주되지 않는 여러 언어 및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

비교적 짧은 기간에 스스로를 교정 할 수 있고, 학생의 교육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말하기나 언어적 표현 결핍 있어서 불균등한 발달을 보임.

•

연령 수준 이하이거나 표준 영어와 다르지만 사회 적응, 일반 교육 개발 및 / 또는 학업 학습과
관련하여 교실 성적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언어 또는 의사 소통 기술 사용.

•

표준 영어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변칙적이지 않은 방언 차이 및 비표준 문장 구성을 사용합니다.
즉, 언어학적으로 비표준 영어로 말하면, 이중 부정적인 구성 ("아닌 펜을 주지 말라, Don’t give
me no pen.")을 사용합니다. 방언 차이는 표준 영어 규칙과 일치하지 않지만 의사 소통 장애로
간주되지 않으며 정규 교육 교실에서 다루게 됩니다.

•

영어 이외의 언어로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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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의 연장 (CSE 와 CPSE)
유치원 특수 교육위원회 또는 특수 교육위원회는 상당한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이 최대
12 개월의 체계적인 학습 환경을 요구하는지 결정합니다. “실질적인 회귀"는 학생이 7 월과 8 월에
기술이나 지식의 상실로 인해 이미 발달 된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학년 말에 마스터 된 IEP 목표 및 목적을 재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학년 초에 과도한 검토 기간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것을 나타냅니다. 특별 프로그램 및 / 또는 서비스는 7 월과 8 월에 최소한
삼십 (30) 일 수업 일 동안 운영됩니다. 감독관 규정 200.6 (k) 및 200.16 (i)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들은 12 개월의 특별 서비스 및 / 또는 그들이 회피해야 할 실질적인 회귀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간주됩니다:
•

특수 수업에 배치되고 고도의 집중력과 높은 수준의 개별적 관심과 개입이 요구되는 학생 / 취학
전 학생;

•

복합 장애가 있고 집중적인 훈련과 치료로 구성 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특별 수업에 배치 된
학생/ 취학 전 학생;

•

가정 및 병원 교육이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높은 집중력과 높은 정도의 개별적
관심을 필요로 하고, 심한 다중 장애가 있고 집중적인 훈련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

•

정도가 심각하여 7 일간의 주거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학생 / 취학 전 학생 ; 또는

•

장애로 인해, CSE 가 결정한 실질적인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 12 개월 특별 서비스 그리고/또는
최대 12 개월의 체계적인 학습 환경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이 보이는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 / 취학 전 학생.

•

양적 및 질적 정보는 위원회가 그러한 서비스 및 / 또는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토 할 것입니다. 학생은 이전 학년 말까지 달성 한 기술이나 지식 수준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복습 또는 재교육 기간이 학년 초를 목표로 하는 평상시에 예약 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2 개월의 봉사 또는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학년 초에. 전형적인 기간의 복습 또는
재교육 기간은 이십(20) 일에서 사십(40) 일 사이입니다. 연장 된 학년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8 주 이상의 검토 기간이나 상당한 회귀가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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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언어 언어 요구 사항 면제
9 학년을 마치는 학생들은 9 학년을 마치기 전에 영어 이외의 언어로 최소 1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교육 국장 규정 100.2 (d) 항에 따라 주 내의 모든 학교에 대해
설정됩니다.
언어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그들의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IEP)이 특수 교육 필요성에 부적합 함을 나타내는 경우 이 요구 사항에서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 학년, 7 학년 또는 8 학년을 마친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례 평가에서 CSE 는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언어 요구 사항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과 과정을 검토합니다.

•

언어 요구 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언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관련해
말하기 및 언어 수준, 학습 특성 및 감정적인 요소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

면제가 "적절한"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언어 및 언어 장애의 심각성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이 심각하게 언어와 언어 장애가 있거나 다른 면제가 그러한 면제를 정당화하는 경우
면제가 부여 될 수 있습니다. CSE 가 면제가 보장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IEP 와 함께
진술서에 이유가 제공 될 것입니다.

•

면제되지 않은 학생들은 8 학년까지 제 2 외국어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
장애가 있는 학생이 언어 수업에 배정 된 경우 필요한 시험 수정 및 교실 수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IEP 사본이 학생의 특수 교육 교사에 의해 언어 강사에게 제공됩니다.
학군 및 주 교육부 정책은 9 학년을 마치기 전에 모든 학생들의 언어 요구 사항 이행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언어 문제와 함께 특정 면제가 필요한 특정 요소가 없으면, 수용적 또는 표현
언어가 심하게 손상된 학생 만 면제됩니다.
외국어 요건에서 면제 된 학생은 필요한 카네기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외국어 학점을
동등 이상의 학점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교육법 제 17 조와 제 65 조 및 감독관 규정 제
100.2 항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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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을 위한 전환기 계획 서비스
정의
전환기 서비스는 IDEA 와 제 89 조에 정의 된 과정에서 고안된 학생을 위한 조정된 활동
세트로서 학교에서 포스트 스쿨 활동으로의 이동을 촉진합니다. 여기에는 고등 교육, 직업 교육 교육,
통합 고용 (지원 고용 포함), 지속 교육 및 성인 교육, 성인 서비스, 독립 생활 또는 지역 사회 참여를
포함합니다.
조정 된 일련의 활동은 학생의 강점, 선호도 및 관심사를 고려하여 개별 학생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수업, 관련 서비스, 지역 사회 경험, 취업 개발 및 기타 사후 학교 성인 생활 목표를
포함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일상 생활 기술 습득 및 기능적 직업 평가를 포함합니다.

개별적 전환 계획
장애가 있는 중고등 학생을 위한 전환기 서비스 계획은 결과와 성인 생활을 지향합니다.
전문가, 학생, 학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적절한 목적지 진술을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학생의 관심과 요구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14 세부터 CSE 는 매년마다 만나 전환기 계획을 논의합니다. 이는 연례 검토의 일환으로
수행 될 수 있습니다. 전환 서비스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모든 회의에서 학생을 초대합니다.
또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불 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 대표가 초청됩니다. 지식이 풍부한
다른 교직원 (예: 관리자, 심리학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 정규 교육 교사)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졸업 또는 나이가 들어 프로그램이 종결되면 각 학생에게는 성과 요약서 (Exit
Summary of Performance)가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기능 수행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행 성과는 고등 교육 이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학생을 돕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을 나타냅니다.

전환기 서비스 IEP 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인화 된 장기간의 성인 결과 보고서;

•

교육 영역에서의 활동 조정; 관련 서비스; 취업 / 고등 교육 활동; 지역 사회 경험;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일상 생활 기술 및 기능적 직업 평가의 활동;

•

이행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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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계획: 부처 간의 준비
Syosset 중알 교육구는 전환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른 서비스 시스템과 적절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다른 부처 간의 연계에는 다음과 같은
자원의 개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NYS 성인 진료 및 평생 교육 서비스 - 직업 재활 (ACCES-VR) 그리고 사무국 및 시각
장애인위원회 (CBVI)

•

ACCES-VR 의 교육 기관 연계 부서발달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NYS 사무소 (NYS Offic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NYS 취업 서비스 (NYS Employment Services)

•

NYS 정신 건강국 (NYS Office of Mental Health)

•

청소년을 위한 NYS 사업부 (NYS Division for Youth)

•

카운티 정신 건강국 (County Mental Health)

•

사회 복지국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카운티 법무부 (County Probation Department)

•

가족 구성원들

•

학생

•

독립 생활 센터

•

지역, 카운티 및 주 지원 그룹

•

협동 교육 서비스위원회

•

직업 기술 기술 교육 코디네이터

•

특수 교육 훈련 및 자원 센터, 특수 교육 행정가 지도력 연수 아카데미

•

이중 언어 교육 기술 지원 센터

•

2 년 및 4 년제 대학, 성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

•

직업 훈련 파트너십 법 사기업 협의회, 지역 고용주

Syosset 중앙 교육구서 ACCES-VR 나 시각 장애인 위원회에 추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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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2 년 이내에 학교를 그만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학교, 학생 및 / 또는 부모 / 보호자는 학생의 장애로 인해 학생이 지역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고 학생이 성공적으로 취업 할 수 있도록 성인 직업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

학생이 요구하는 직업 재활 서비스는 학교가 제공해야 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Syosset 중앙 교육구에서 ACCES-VR 또는 시각 장애인위원회 (CIS)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단계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학교 교장이나 그/그녀의 지명인은 ACCES-VR 및 맹인 및 시각 장애인 위원회와 협력하여
시스템

간의

지속적인

연락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내

전이

연락

담당자로

설립되었습니다.
•

추천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성인 고용을 성공적으로 성취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성인
직업 재활 서비스를 권장하는 철저한 평가 및 계획 프로세스 (예: 연간 지도 검토)의 결과입니다.

•

해당 학부모 / 보호자 또는 학생의 정보에 의한 추천 및 공개 동의는 해당 학교에서 받습니다.

•

CSE, 지도 교사 기타 학교 직원은 다음을 포함한 완전한 추천 정보를 전합니다.:
-추천의 목적을 설명하는 추천 전달 서류 또는 서신; 그리고
- 학생의 장애, 필요, 선호도, 관심사 및 기술을 설명하는 선별 된 문서. 바람직한 문서화는
직업 재활 및 취업과 관련된 기능적 측면에서 학생의 현재 능력, 업무 관련 제한 사항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전환기 계획 일정
Syosset 중앙 교육구는 전환 계획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합합니다. 모든 항목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행동

권장 연령

-- - 초기 직업 평가 신청

12

-- - 다음 교과 과정 영역을 IEP 미팅으로 논의:

12 – 15

학업, 사회성, 언어/의사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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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자기 계발 기술, 자기 옹호력
-- - 책임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12 - 15

및 집에서의 독립성.
-- - 정기 직업 평가 완전 수료

12 – 21

-- - 전환기 서비스 소개 및 토론

14

-- - 부모에게 열 네 살에 시작하는 IEP 로
전환기 서비스가 통합 될 것이라는 통지

14

-- 업무 관련 서류의 사본이 있음을 확인:
사회 보장 치료, 출생 증명서

14 –16

사회 보장 치료, 출생 증명서,
노동 허가증 얻기
-- - 적합한 성인 대리인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14 – 18

부모의 동의를 얻기
-- IEP 의 전환기 구성 요소를 개발하고 이후 매년

14+

-- CSE 와 함께 성인 전환기 토론

15 – 21

-- - 여름 방학 내 고용 / 자원 봉사 경험을 고려

15 – 21

-- 지역 여가 활동에 참여

15 – 21

-- 지원서 완성을 포함하여, 주거 기회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15 - 21

--개인 신분증 발급

16 – 18

--운전 교육 및 면허 취득

17 – 18

--다음과 같은 교통/이동 수단 개발:

16 – 21

독립적 인 여행 교육 기술, 공공 또는 보조 대중 교통
교통, 승무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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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DI / SSI 메디 케이드 프로그램 조사

16 – 18

--후견인이나 방출(emancipation 자유) 고려

16 – 18

--고용 계획 수립 및 갱신

16 – 18

--학교 출교 이(2)년 이내에 ACCES-VR/CBVI 속하기

16 – 21

--가능한 성인 생활상황 조사

16 – 18

--보다 높은 고등 교육 학교 기회 조사

16 -18

(추가 교육, 직업 훈련, 대학, 군대 등)
--법적 후견인 찾기

18

--취업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 신청

17 – 21

--투표권 신청

18

--남 학생들은 18 에 징병에 등록

18

--건강 보험 가입 검토: 보험 회사에 아들 / 딸 장애를
신고하고 기수 또는 계속 자격 조사.

18

--취업, 보다 높은 교육 또는 훈련으로 전환기 완성,
그리고 지역 사회 생활, 다음과 겉은 확약을 준비:
1. 고등 교육/ 평생 교육

6. 의료/건강

2. 고용

7. 상담

3. 법적/옹호론 (Advocacy)

8. 재정/수입

4. 개인적 독립/ 주거

9. 교통/ 독립적 여행 기술

5. 레크리에이션/ 여가

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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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1

직업적 평가
직업 / 진로 평가는 위임 된 전환기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직업 평가는 12 세 이상의 특수
교육 학생과 12 세 또는 그 이상의 특수 교육에 처음 언급 된 학생에 대해 수행됩니다.
1 단계 직업 능력 평가에는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학생에 관한 기존 정보 분석이 포함됩니다.
이 평가는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 특수 교육 교사 및 학생의 지도 상담 교사의 참여를 포함합니다.
다른 적절한 전문가도 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력 평가가 명확성이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사 결정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CSE 에서 추가 평가를 권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평가는 반드시 계층적 순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직업 평가 및 / 또는 상황 별 작업 지시에 대한 전문가의 보다 공식적인 테스트를 위해
학생에게 권장 할 수 있습니다.
2 단계 직업 평가는 관심사, 직업 기술 및 특정 적성과 능력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볼 수 잇는
표준화 된 시험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 몰두합니다. 그것은 1 단계 평가에 기록 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직업 관련 일람표, 직업 적성 검사 및 선택된 작업 샘플과 같은 특수화 된 직업 평가 도구가
이 수준에서 도입 될 수 있습니다.
3 단계 직업 능력 평가는 학생이 실제 또는 모의 된 직업 관련 또는 직업 활동에 실제로
종사하는 동안 실시되는 상황 평가입니다. 이것은 직업 재활 시설, 직업 평가 센터 또는 실제 작업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자원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평가는 평가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고유한 관심사, 필요 및 욕구를 최우선
순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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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학생을위한 에이징 아웃(AGING OUT)가이드 라인
장애가 있는 학생은 21 세가 되거나 고등학교 졸업장 중 더 빠른 날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무료로 적절한 공립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중증 장애 학생을 공립 교육에서 성인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고령화(aging-out) 과정을 이행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이징 아웃 절차는
이 계획에서 이전에 논의 된 전환 계획 서비스에 추가됩니다. 교육구는 교육법 §4402 (1) (b) (5) 및 8
NYCRR 200.4 (i)에 의거하여 서면 통지를 제공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에이징 아웃(Aging-out)은 중증 장애 학생들의 세 그룹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1.

제 544 항 학생: 현 학년도의 6 월 30 일 이전에 18 세에 되었거나 그 나이가 될 한 주거 지역
밖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2.

제 570 장 학생: 현 학년도의 6 월 30 일까지 18 세에 되었거나 될 예정인 거주 주 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

3.

제 462 장 학생: 비 주거, 주 내의 프로그램에 100 % 출석하는 학생,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성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은 학생.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위한 이 절차는 학생이 15 세가 된
후에 첫 번째 연례 검토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 그룹의 학생들을 소개하는 절차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우선 단계가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 한 기준에 따라 성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학생들의 신원 확인

•

부모에게 통지하고, 학생이 18 세 이상인 경우 학생에게

•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얻기

•

기관에 의뢰 (들)

•

주 교육부에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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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을 위한 기회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리전트 또는 지역 고등학교 졸업장을 신청하고 해당
학생에게 리전트 또는 현지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 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학군의 정책입니다. 교육구에서 승인 한 학위를 취득하려면 뉴욕 주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최소한의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독서, 작문, 수학, 글로벌 스터디, 미국 역사, 과학 및 뉴욕 주
리전트 (Regents of New York)가 지정한 다른 과목에서 역량을 보여야 합니다. 교육 구는 NYSAA 를
사용하여 평가 된 장애 학생 이외의 뉴욕 주 대안 평가 (NYSAA) 및 직업 개발 및 직업 연구 (CDOS)
를 이용해 평가하는 것을 중증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술 및 성취도 자격 증명 (SACC) 으로 인정합니다.

장애 학생이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및 기술 수준을 달성하도록 장려되고 지원되도록
지구는 다음 절차를 채택합니다:
1.

특수 교육위원회 (CSE) 는 장애가 있는 각 학생의 특수 교육 요구를 매년 검토합니다.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 한 후 매 해 마다 검토 할 때 CSE 는 졸업장으로 이어지는 학업 과정에서 학생의
능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기술 및 성취도 자격 증명 (SACC) 또는 직업 개발 및 직업
연구 (CDOS) 그리고 직업 연구 학위 자격으로 최대치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개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평가합니다. 적절한 경우, 학생은 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입니다.

2.

결정은 매년 검토 될 것입니다. CSE 는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
•

현재 성취 수준;

•

학습 속도;

•

학생과 가족의 선호도

3.

CSE 는 학생의 장애가 IEP 에 명시된 시험 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4.

교육구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 할 것입니다.

5.

CSE 는 학생이 학점 과목을 수혜 하는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 및 보충 교육을 확인하고
추천합니다.

6.

CSE 는 학생의 특수 교육 요구가 고등학교 입학 후 4 년 이내에 필요한 학점 단위 수를 완료하지
못하게 될 지의 여부를 고려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 (4) ~ 육(6) 년 내에, 그러나 학생이 스물
하나(21) 번째 생일을 맞는 그 학년도 6 월 30 일 이전에 필수 일정량을 완료 하도록 계획이
권장됩니다.

7.

학생의 특수 교육 요구가 인증 된 특수 교육 교사의 소그룹으로 수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IEP 는
그렇게 특수 교육 수업 내에서 교육구 내 또는 외부에서 지시하고 배정합니다. 이 경우, 졸업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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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학점을 부여하는 과목에서의 수업은 특수 교육 교사가 교과 과정에서 인증 된 교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교과 목표 및 최소 요구 성취 수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숙달의 목표와 기준에
대한 기록은 학교 교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 교육 사무실에서 유지 관리됩니다. 학생 성적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완료됩니다.
8.

CDOS 자격 증명은 현지 또는 리전트 졸업장에 대한 보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이
졸업장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학생이 학교에 유치원을 제외 한 십이(12) 년 이상 출석 한
경우 해당 자격증을 학생의 기존 자격 증명으로 수여 할 수 있습니다. NYS CDOS 개시 자격이
학생의 유일한 출교 증명서이고 21 세 미만이라면, 학생은 무료로 그 / 그녀가 이십일 (21) 세가
되는 전, 학년이 끝날 때까지 적절한 공립 교육을 계속 받을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면
통지서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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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장 없는 고등학교 출교 자격

다른 요구 사항 외에도 특수 교육위원회는 교육 위원장 규정의 섹션 100.5 에 명시된 대로 가능한 한
고등학교 졸업장에 대한 많은 요구 사항을 학생의 IEP 에 통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뉴욕 주의 대안 평가(NYSAA)를 이용해서 평가되고 십이(12) 세 이상 (유치원을 제외하고) 학교에
출석하거나 다른 곳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교육을 받은 중증 장애 학생 또는 학교를 마치려는
이십일(21)세가

되는

학생은

기술

및

성취

자격

증명

(SACC:

Skills

and

Achievement

Commencement Credential)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증 장애 학생들은 행동 및 /
또는 신체적 한계와 결합 된 인지 능력이 제한적이고 고도로 전문화 된 교육, 사회, 심리학 및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이 자기 충족 및 의미 있는 사회 참여로 자신들의 모든 가능성을 최대화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술 및 성취 자격 증명 (SACC: Skills and Achievement Commancement
Credential)은 학업, 경력 개발, 그리고 학교 생활, 학습 및 취업에 필요한 기초 기술에서 학생의 기술
및 강점과 독립 수준에 대한 문서를 첨부합니다. 주 학습 표준의 대체 실적 수준에 대해 지시 및
평가를 받은 장애 학생 만이 자격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및 성취 자격 증명 (SACC)을 받은 학생이 21 세 미만인 경우, 학생이 21 세가 되는 학년이 끝날
때까지 또는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을 때까지 중 빠른 날짜에, 학생이 거주하는 학군의 공립
학교에 지속적으로 출석 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보증해야 합니다.
NYSAA (NYS 대안 평가)를 사용하여 평가 된 사람 이외의 장애가 있는 학생은 NYS 직업 개발 및
직업 연구 (CDOS) 시작 자격을 취득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은 각 개별 학생의 취학 준비를
위한 준비와 기술을 인정합니다. 현지 또는 리전트 졸업장을 보충 할 수 있으며, 졸업장 기준을 충족
할 수 없는 학생은 자격 인증을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유치원을 제외하고 12 년 이상 학교를
다녔다면 자격증을 학생의 기존 자격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NYS CDOS 시작 자격 증명이
학생의 유일한 출석 자격 증명이고 21 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는 학생이 21 세가 되는 학년도 말까지
무료로 적절한 공교육을 계속 받을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면 통지서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CSE 는 현 학년도가 끝나기 스물하나(21)살 전에 달성 할 장애 학생과 기술 및 성취도 자격 증명 또는
CDOS 개시 자격 증명 자격이 있는 12 년간의 교육을 받은 장애 학생의 진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CSE 는 해당 자격증을 수령 할 수 있는 학생의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6 월에 졸업식에 앞서 교육위원회에 이 자격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
통보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증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6 월 졸업 후 15 일 이내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정보가 담긴 양식을 위원장에게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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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 배치 정
CPSE 및 CSE
교육위원회는 IEP 권고를 받으면, 특수 교육위원회 또는 프리스쿠울(Preschool) 특수 교육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후 장애 학생에게 제공 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학부모에게 이것이 준비되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CSE 의 경우, 적절한 특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배치는 이전에 장애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을 평가하는 동의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 또는 장애 학생의 검토를 의뢰 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승인 된 주 또는 타 주의 사립 학교 배정에 배치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특수 교육위원회의 권고를 접수 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마련합니다.
학생의 신원 확인, 평가, 교육 배치 개시 또는 변경 또는 학생에게 무료로 적합한 공립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교육구가 제안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교육구가 적절한 시기에 장애 학생의 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PSE 의 경우, 이사회는 승인 된 프로그램의 7 월, 9 월 또는 1 월에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하여
CPSE 가 권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적절한 시간 전 또는 후에 삼십(30) 일 이내로 서비스를
조정해야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는위원회의 권고로부터 삼십 (30) 일 수업 일 전에 평가의
동의를받은 날로부터 육십(60) 일 이내에 제공되어야한다.
학생들의 배치가 종종 길어지기 때문에 이사회는 교육감 또는 지명자가 교육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대리하도록
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이사회가 CSE / CPSE 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반대 또는 우려 사항에 대한 성명서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우려 사항 검토와 적절한 IEP 를 수정하기에 시기 적절한 회의 일정을
잡을 필요성에 대한 통지와 함께 위원회에 추천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어
IEP 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학부모에게 이 진술서 및 통지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수정 된 권고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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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약정서 (CSE 및 CPSE)

“동의” 란:
•

학부모는 모국어 또는 다른 의사 소통 방식으로, 동의가 요구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면제 될 학생 및 면제 된 학생의 기록을 통보 받았다는 것을 완벽히 숙지합니다;

•

부모는 동의가 요구되는 활동을 이해하고 서면에 동의합니다; 과

•

학부모는 동의가 자발적이며 언제든지 재검토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CSE / CPSE 절차의 일부로 이행됩니다 :

초기 평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의 CSE / CPSE 에 대한 추천을 받으면 그 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가 요청됩니다. 학부모는 추천의 출처에 따라 학교의 지명인 또는 CSE / CPSE 사무실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추천 및 평가 절차 이유가 설명됩니다. 학부모에게는 적법 절차 권리의
사본이 함께 제공됩니다. 번역은 필요에 따라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부모는 회의에 초청되어 평가 과정을 논의합니다. 부모가 동의에 대해 요청을 받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초기 배치 - CSE / CPSE 가 아동이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수 교육 서비스를 권장하는 경우, 초기
배치에 대한 부모의 동의가 요구되고 부모에게는 적법 절차 권리의 사본이 제공됩니다. 번역은
필요에 따라 제공됩니다. 학부모에게는 CSE / CPSE 위원장, 학교 직원 또는 평가 기관 대표자
(CPSE)와 더 상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부모님이 동의 요청을 받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입 노력을 해야 합니다.

12 개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초기 제공 - CSE / CPSE 는 긴 휴기의 교육 부재로 학생의 기량의
상실이 예상 한도를 넘었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학년 연장 프로그램과 서비스 대한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재평가 - 아동의 재평가 전에 부모의 동의가 요청됩니다. 학부모 / 보호자가 응답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교육구는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

학부모에게 재평가에 대한 동의 요청은 서면 통지서로 발송됩니다

•

부모에게 통보하기 위한 최소한 하나의 추가 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서면 통지 또는
전화를 의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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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육구 인사와의 다른 의사 소통/ 기록 요청 - 다음에 대해 부모 동의가 요구됩니다:
•

다른 기관 / 개인에게 CSE 기록 공개

•

다른 기관 / 개인의 보고서 / 평가서 사본 요청

•

다른 기관 / 개인 (즉, 사립 치료사)과의 구두 의사 소통 요청

•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특수 교육 기록 : 수단과 접근성 (Access and Accessibility)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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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부모
자격 요건
“대리 부모"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알 수 없을 때,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임명 된 사람을 의미하며, 합당한 노력 후에도, 교육위원회가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청소년 또는
학생으로, 동행자가 없거나, 또는 피보호자의 상태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교육위원회는 대리 부모 역할을 할 자격이 있고 기꺼이 봉사하려는 이들의 개인 목록에서 대리
부모를 선정해야 합니다. 대리 부모로 선출 된 사람들은 교육구 또는 주 교육청 또는 아동 교육 또는
보육과 관련된 다른 기관 또는 학교의 임원, 직원 또는 에이전트는 될 수 없으며, 좀 더 가능하면:
•

자신이 맡은 학생에 대한 최우선 헌신과 충돌할 다른 관심사가 없어야 합니다;

•

학생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 사항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숙지합니다; 그리고

•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옵션을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대리인 선임 절차:
특정 학생에게 대리 부모를 배정하는 절차는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아이의 교육이나 치료와 관련하여, 특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학생을 알고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부재를 알고 있거나, 학생이 피보호자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특수 교육위원회와 함께 대리 부모 양도 요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

특수 교육위원회는 대리 부모에 대한 필요성을 학생 거주지의 담당 성인 및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통보해야 합니다;

3.

특수 교육위원회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알 수 없고 그의 부재의 여부 또는 학생이 해당
피보호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리 부모에 대한 필요성 결정은 초기 평가, 재평가 또는
서비스에 대한 추천을 받은 후 적절한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수 교육 이사회가 대리
부모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교육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일 이후 업무일 10 일
이내에교육위원회 또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 그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단 배정되면, 대리 부모는 학생의 교육 배치에 대한 최초의 정기 검토시까지 학생을 대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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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교육 평가 (IEE)
교육위원회는 CSE 나 CPSE 가 얻은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 인 평가를
받을 수있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독립적 교육 평가 (IEE)는 감독관의 규정에 의해 관리되며 장애 학생이나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에 대한 개별 평가를 의미하며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군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유자격
심사관이 실시합니다. 요청시, 학부모에게는 독립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립 및 사립 기관 및
전문 인력의 목록이 제공됩니다.
IEE 가 공비로 제공 될 때마다, 평가 장소와 시험관 자격을 포함한 평가 기준은 학군이 평가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독립 교육 평가를 교육구가 실시 할
때 학부모는 공공 비용으로 오직 IEE 의 1 회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위치 : 지리적 위치는 학군의 반경 50 마일 내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정의됩니다
b) 최소 자격 : 최소 자격은 특정 평가 영역 내에서 뉴욕 주 교육부 자격증 또는 면허로 학군에서
정의합니다.

c) IEE 의 합리적인 비용 : 합당한 비용은 교육구 반경 50 마일 반경을 가진 대학 병원의 평가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학부모 / 보호자는 특이한 상황이 위에 언급 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정당화 함을 입증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 받게 됩니다.

IEE 가 공비로 제공 될 때마다, 교육구는 평가와 관련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CSE 또는 CPSE 평가 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평가가 적절하거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얻은 평가가 교육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공정한 청문회를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a) 평가 장소를 포함하여 IEE 가 수행 된 기준은 명시된 지구 또는 기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b) 선발 된 독립적인 평가자는 명시된 최소의 지역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c) 상환 요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한 지역구 가이드 라인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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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관이 학군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공적 비용으로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 교육 중재
특수 교육 중재는 장애 학생의 학부모와 교육구 대표가 독립적인 사람, 중재자와 만나는
과정입니다. 중재자는 질문을 하고 양 당사자와 모든 정보를 논의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육구 대표가
서로의 우려 사항을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학생이 받게 될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재는 자발적이며 공정한 청문회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재자는 자격을 갖추고 공평하며 효과적인 중재
기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재은 적시에 계획되어 당사자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관한 CSE 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재 참여를 선택한다고 해서 CSE 와의 회의 요청이나 공정한 청문 요청과 같은
다른 대안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공정한 청문회와 달리, 공정 심의관이 학생이 받을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종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동안 중재자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중재 회의가 끝나면 학부모와 학군
대표가 동의해야 하는 사항이 모두 기록됩니다. 중재 회의에서 논의 된 모든 사안이나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CSE 와 더 논의하거나 공평한 공청회 담당자가 검토 할
수 있습니다. 중재 회기 중 토론은 기밀이며 이후의 적법 절차 심의 또는 연방 법원이나 주 법원의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수 교육 중재는 Nassau County 의 Community Dispute Resolution Center (CDRC)에서
실시합니다. 각 센터에는 교육구에서 고용되거나 교육구의 중재자로 선발되지 않은 우수한 중재자가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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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청문회 청문관 임명
교육위원회는 IDEA 및 교육법에 의거 한 공정한 청문회 요청과 관련하여 뉴욕 주 교육부에서 공포
한 Nassau 카운티의 공인 된 공인 청문관 (IHO) 목록을 채택했습니다. 학군 목록에는 주 목록에 등록
된 다른 인증 된 IHO 이름과 Syosset 중앙 교육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청문회에
관심이있는 것을 학군에 알린 사람의 이름도 포함됩니다

절차:

IHO 의 회전 선택 과정은 교육구가 공정한 심의 요청서를 접수 한 후 근무일 기준 2 일
이내에 시작됩니다.

교육 위원장 규정 200.2 (e) 절은 각 교육위원회가 IHO 목록을 작성하고 교체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교육 위원장 규정 §200.2 (e)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IHO 의 선택은 §200.1 (x) (4) 조항에 의거하여 교육 위원장의 인증을 받고 교육구에서 봉사 할
수있는 모든 청문관의 명단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목록은 알파벳순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

목록은 사전 순으로 유지되어야하며, 새로운 피지정자는 목록의 알파벳순으로 삽입됩니다.

•

선택은 마지막 봉사를 한 청문관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순환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목록에 청문관의 이름이 있지 않은 경우, 목록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선택해야합니다.

•

IHO 가 약속을 거절하거나 24 시간 이내에 IHO 가 응답하지 않거나 지역구 사무원의 합당한
노력을 통해 도달 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노력은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노력을 통해
문서화됩니다. 그러면 지역구 서기는 가능한 다음의 연속적인 IHO 을 결정하기 위해 목록을
진행할 것입니다.
지역구 사무원은 마지막으로 봉사 한 IHO 다음의 첫 이름의 IHO 에 연락하여 선발 과정을
시작합니다. 전화로 또는 실패 할 경우 메시지를 남기고 야간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교육구 서기는 약속이 수락 될 때까지 교육 위원장 규정에 따라 알파벳 순으로 목록을 조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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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는 결의안 또는 이사회 회장의 서신 (또는 부재 또는 부사적인 경우 부회장)에 의해
순환 목록에서 선출 된 IHO 가 수락할 경우 즉시 IHO 를 지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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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GUARDIAN) AD LITEM
공정한 청문관이 부모의 이익이 학생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모순되는 경우, 또는 학생의
이익이 guardian ad litem 의 임명에 의해 가장 잘 보호 될 수 있는 다른 이유로 판결 한 경우,
심리관은 이전에 대리 부모가 배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guardian ad litem 을 임명해야 합니다.
공평한 공청회 임원은 보호자 광고가 임명 될 때마다 학생의 부모에게 주어진 절차상의 적법 절차
권리가 심의 전반에 걸쳐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guardian ad litem 은 Part 200 규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며 교육구가 관리하는 대리 부모 목록에서 임명 된 자로, 또는 학생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선임 된 프로 보노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청문회의 절차, 그리고 적절한 경우, 학부모 또는
교육위원회에 의해 시작된 국가 감사원에 항의하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guardian ad litem 은
청문회 기간 동안 학생의 이익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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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 교육 위원회
프로그램 목표
교육구는 다음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 교육구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위한 적절한 교육의 개발 및
시행에 전념합니다:
1.

3 세에서 21 세 사이의 거주 아동에게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무료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2.

장애 학생이 일반 교육 커리큘럼, 과외 프로그램 및 기타 학생에게 제공되는 활동을 포함하여
교육구의 공립학교에 등록 된 각 학생의 필요에 따라 최대의 학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3.

교육구에 거주하는 각 미취학 아동이 적절한 프리 스쿠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4.

필요한 회원 및 적절한 유자격자로 구성되는 특수 교육위원회와 취학 전 특수 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연방 교육국 및 주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플랜에 명시된 모든 관행 및 절차에서
확인 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직원 및 기타 교육구 직원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장합니다.

5.

장애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신체적 및 관리 필요를 충족시키기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완전한 연속체 이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 및 자료 제공합니다.

6.

CSE, CPSE 학교 직원 및 교육구 관리자, 학부모 및 지역 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7.

특수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구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보장합니다.

8.

감독관 규정 200.6 (a) 조항의 이행을 위한 행정 관행 및 절차의 확립을 보장합니다.

9.

부모가 취학 전 학생의 평가 동의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고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기위한 행정
관행 및 절차 수립을 제공합니다.

10. 장애 학생에게 교육 위원 규정 제 100.5 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있는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
11. 학생 행동을 위한 징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2. 장애 학생과 관련된 개인적 식별 데이터, 정보 또는 기록의 비밀 보장합니다. 이러한 개인 식별
정보는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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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애가 있는 유치원 및 취학 연령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14.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정이 이루어 지도록
보장합니다.
15. 부모에게 적법 절차 권리를 알리고 이와 관련하여 절차를 수립 할 수 있도록 보장.
16. 교육구 내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른 모든 주 및 연방 규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17. 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학습 자료가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사용하는 대로 장애가 있는 학생이
사용 가능 하도록 대체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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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배정

Syosset 중앙 교육구는 장애가 있는 학생과 프리 스쿠울 학생들이 연령 제한이 없는 환경에서,
그리고 장애가 없는 학생과 함께 최대 수준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 공간을
제공합니다. 정규 환경에서 학생을 제거하는 것은 추가적 보충 및 서비스 이용에도 만족스럽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성격 또는 심각성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학군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이 학군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교육구의 방침과 실천이며, 적절한 경우 장애가 있는 학생은 그들의 집에 배정됩니다.

학생과 장애가 있는 프리 스쿠울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학구 내
적절한 공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배분하는 것이 교육구의 정책과 실천입니다. 특수 교육 서비스는
적절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히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협동 교육 서비스 위원회(BOCES)가 제공하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장애 학생 및
거주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있는 적절한 공간이 가능한 한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구의 정책과 실천입니다. 적어도 일년에 한 번 학군의 특수 교육 부서 직원이 BOCES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각 거주 학생을 방문하여 해당 배치에 할당 된 공간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학군은 지속해서 BOCES 와 만나 뉴욕 주 교육부의 차별이 없는 환경에서 특수 교육 학생의 수를
줄이는 지역 계획 개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군은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한
다른 학구의 취학 연령 학생들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공간을 제공 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또한 거주자 및 비거주 학생에게 적절한 등급의 공간과 함께 BOCES 을 재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교육구는 장기간의 교육 시설 계획에 대한 연간 또는 그 이상의 빈번한 재평가 중이나 연례
예산주기의 일부로 그러한 공간 배분 요구를 처리 할 것이며, 장애가 있는 학생 및 프리 스쿠울
학생에게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2 년 계획의 일부로 교육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학군의 교육감을 통해 교육구 내 거주 학생 및 장애가 있는 프리 스쿨 원생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한 자체 시설 공간 요구를 결정하는 BOCES 와 관련된 정보를 BOCES 교육구 교육감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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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공간 배정을 보장하고 비장애 친구들과 함께 있는
환경에서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적절한 교육원 직원과 협의하여 학군의 교육감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1. 현재 학군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계속 참여하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공 될 설정과 마찬가지로 현재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유형의 교육청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장애 학생 및 프리 스쿨원생 수와 관련하여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합니다.

2. 부모가 배치 한 비- 공립 학교 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교육구의 최신 인구 조사 결과
및 기타 교육구 아동 발굴 노력을 검토합니다.

3. 장애 학생 및 프리 스쿨 학생 수의 증가를 예상하여 교육청은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예상되는 유형의 서비스 및 제공 될 설정을 제공 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공간 용량을 검토하고 현재 및 미래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 시키기 위해 추가 공간 요구 사항을 확인합니다.

5. 위의 검토 과정의 결과와 추가 공간 할당과 함께 필요한 권고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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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교재 및 기타 교과 과정 이용
교육구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은 학군이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학군 내 공립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도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 프로그램 (또는 학교의 가정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학교 프로그램이나
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운송 또는 기타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CSE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CSE 는 자녀의 부모님을 만나서 자녀의 특별한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항을 권장 할 것입니다.
Syosset 중앙 교육구의 공립학교 건물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신체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Syosset 중앙 교육구는 2001 년 법률 제 377 장을 준수하여 필요한 대체 교육 형식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우 전자 파일에 대한 액세스 및 전환을 포함하여, 적시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공급 업체는 그러한 자재의 가용성에 따라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학생이
그 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대안

형식 학습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이사회의 가용성 지침, 정책 No. 4321.3. 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듯이 교육 위원회의 계획은 비장애 학생에게 주어지는 것 처럼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도 대안 형식
교육 자료의 이용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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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교육 기회 제공
1972 년 교육 수정 조항 표제
직업 교육 기회를 포함한 취업 및 교육 기회는 성에 근거한 소년과 소녀에게 차별없이
평등하게 사요셋 중앙 교육구에 의해 제공됩니다. 표제 IX 에 의해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합니다. 차별 금지와 관련된 활동 조정을 담당하는 교육구 임원은 표제 IX 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인사 담당 조정인입니다. 조정인은 Title IX 에 따른, 자신의 권리가 교육구 또는
교육구 공무원에 의해 위반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직원에게 불만 절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나 직원은 연방 인권위원회(the Federal Office for Civil Rights)
또는 뉴욕 주 인권국(New York State Division for Human Right)s 에 직접 문의하거나 불만 사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973 년 재활법 제 504 항
교육위원회는 1973 년 재활법 504 조항을 준수함을 확인합니다. 재활법은 연방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입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있음; 또는

•

그러한 손상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음; 또는

•

그러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애를 지닌 유자격자는 장애를 이유로 어떤 학교 교육 과정이나 과외 프로그램이나 활동과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거부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지 않습니다.
.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을 확인하는 것은 Syosset Central School District 의 취지입니다. 장애
학생은 장애인 교육법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504 조의 규정에 따라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504 조항을 준수 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 직원은 학생 인사 서비스 부교육감입니다.
부교육감은 제 504 조 권리가 교육구 또는 공무원에 의해 위반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불만 사항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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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들의 인구 조사 및 등록
교육위원회는 장애 학생이 8NYCRR §200.2 (a) (1) 에 따라 정착하고 확인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작을 시행합니다.
장애 학생들의 인구 조사를 유지하기 위한 서면 절차의 사본은 교육위원회 규정 절차 매뉴얼 (정책
번호 4321)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리 스쿨 프로그램에 출석 할 자격이 있는 아동의 등록은 프리
스쿨 특수 교육 위원회(CPSE)에서 매년 유지하고 개정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8 월에 모든 Syosset 거주자에게 달력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프리 스쿨 오리엔테이션 및
선발에 관한 통지는이 달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비 유치원 프로그램 및 CSE 및 CPSE 에 대한
추천 공지 사항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오리엔테이션 / 등록 통지서도 지역 신문에 게재되고
공립 도서관 및 모든 공립학교 건물에 게시됩니다. 교육구 달력에는 프리 스쿨에서 특수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모든 거주자에게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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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동 및 징계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이 교육구의 기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조치는 Syosset
중앙 교육구 행동 규범에 명시된 절차 및 관련 법률 및 특수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CSE).

학년에 징계 조치 변경을 구성하지 않는 정학 또는 퇴학의 경우, 장애 학생에게는 같은
연령의 비 장애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체 교육이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현재 교육 배치에서 정학 또는 퇴학 조치가 10 일 이상 지속되었거나 형태를 구성했기
때문에 배치상의 징계 변경을 구성하는 경우, 징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교육 구는 사례별로 사례의
유형에 따라 배치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적법 절차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검토 될 수 있습니다.

징후 결정
학생의 장애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장애의 징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동의 관계에 대한 검토는 가능한 빨리 증상 제시 팀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며, 어떤 경우도 결정 후
학교 수업 일 십(1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1.

교육감에 의해 임시 대체 교육 환경 (IAES)으로 배정을 변경;

2.

공립 청문 관 (IHO)이 IAES 에 학생을 배치; 또는

3.

이사회 또는 교육감은 징계 처분 변경을 구성하는 정학 조치를 취한다.

징후 팀(manifestation team)에는 최소한 학부모와 교육구가 결정한 대로 아동 행동에
관한 지식이 있는 교육구 대표와 아동 행동에 관한 정보, 학부모 및 해당 CSE 위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부모가 참석할 수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회의 전에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통보서에는 회의 목적, 출석 예정자의 이름, 그리고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CSE 의 관련
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가 있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징후팀은 학생의 장애와의 실질적인 관계; 또는 문제의 행위가 교육구가 IEP 를 이행하지
않은 직접적인 결과인지를,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교사의 관찰 및 학부모가 제공 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학생 파일에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합니다. 팀이 문제의 행동이 IEP 실행
실패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판단한 경우 교육구는 이러한 결함을 바로 잡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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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의 발견
이 검토의 결과로 학생의 행동이 장애의 징후라고 판단되면 CSE 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경우
기능적 행동 평가를 실시하고 행동 개입 개획을 이행 또는 검토하고 수정해야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 FBA)는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와 학생의 행동이 환경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FBA 는 감독관 규정
200.22 (a)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며, 행동 (인지 및 정서적 요인 포함) 및 행동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조건과 그 행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결과에 관한
가설 수립 제공하는, 문제 행동의 식별, 행동의 구체적인 정의, 기여하는 문맥적 요인의 확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행동 개입 계획 (BIP)은 기능적 행동 평가의 결과를 기반으로하는 계획이며 최소한 문제
행동에 대한 설명,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포괄적 그리고 구체적인 가설 및 긍정적인
행동 지원 및 행동을 다루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입 전략을 포함합니다.

배정 변경이 심각한 신체 상해, 무기, 불법 약물 또는 통제 물질과 관련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학생은 학생이 회복 된 곳에서 교육 장소로 되돌려 보내야합니다. 학부모와 교육구는
BIP 변경의 일환으로 배치 변경에 동의 할 수 있습니다.

징후의 발견이 없음
학생의 행동이 장애의 징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장애 학생에게 적용되는 관련 징계 절차가
비장애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적용되며, 학부모
/ 보호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장애 학생의 출석 결정에 반대하는 적법 절차 심의회와 교육구가 그러한
학생에게 무료로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후 결정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징계 결정에 관계없이 장애 학생은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계속 참여하고 IEP 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적절한 경우 행동 평가, 행동
개입 서비스 및 재발을 막기 위해 행동 위반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수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1. 연속 10 일간의 연속 정학이나 퇴학 조치의 경우나 학년도 총 10 일을 넘지만 징계
처분 변경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학교 직원은 협의하여 학생 교사 중 적어도 한 명
(1 명)은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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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 징계 변경을 구성이 따르는 학년도 정학 (10) 일을 초과하는 정학 또는 기타
징계 조치의 경우 IAES 및 서비스는 CSE 에 의해 결정됩니다.

중간 대체 교육 환경 (IAES)

장애가 있는 학생은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현재 수업에서 10 일 이상 수업을 중단 한 학생은
IAES 배정을 재촉하는 행동이 발생한 그 당시에 학생의 현재 배정 이외의 임시 교육 환경인 IAES 에
CSE 가 배치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 절차 심의회의 신속 심리 담당 임원은 청문 관이 현재 배치 유지가 학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결정되면 최대 45 일 (학교 일) 동안 장애 학생의 배치를
적절한 IAES 로 변경할 것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징후 결정에 관계없이 IAES 에 사십 오(45) 수업일 동안 배치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3 가지입니다:

1. 학생이 학교에, 학교 구내에서, 또는 교육구의 관할 하에 있는 학교 행사로 또는
학교에서 무기를 소지하거나 소유 한 경우; 또는

2. 학생이 고의로 약품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학교, 학교 구내 또는 교육구의 관할권
하에 있는 학교 행사에서 규제 약물의 판매를 판매하거나 권유하는 경우; 또는

3. 학생이 학교, 학교 구내 또는 교육 구의 관할 하에 있는 학교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심각한 신체 상해는 법률에서 다음 중 하나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a.

죽음의 실질적인 위험;

b. 극단적인 신체적 고통; 또는
c.

오래되고 분명한 외관 손상 또는 극부적 육체 기능, 장기 또는 정신적 기능의
오래된 분실이나 손상

학교 행사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날 수있는 사건이나 활동을 포함하여 학교 행사 또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관계없이 학교가 후원하거나 학교에서 허가한 과외 행사 또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학교 직원은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한 장애 학생의 배치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 사례별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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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에, IAES 에 배치 된 학생은:

1. 학생이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고, 다른
환경에서도 학생의 IEP 에 명시된 목표를 향하여 진행하십시오. 또한

2. 기능적 행동 평가 및 행동 개입 서비스 및 재발하지 않도록 행동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수정 사항을 적절하게 수령합니다.

정학 또는 퇴학 기간은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행동으로 정학되는 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59

선별 심사 (SCREENING) 절차
Syosset 중앙 교육구는 특별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고 식별하고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스크리닝은 일반 학생과 장애가 있는 학생 또는 재능이 있는
학생을 구별하는 예비 방법으로 정의됩니다.
유치원생 심사

모든 유치원 전 유치원 학생들은 학교 시작 전에 심사됩니다. 심사에는 언어 및 언어 평가, 청력 및
시력 검사, 시각 및 청각 지각, 어휘, 준비 프로필, 숫자 및 문자 기술, 시각 및 청각 기억, 미세하고
총체적 운동 능력이 포함됩니다. 신입생은 신체 검사를 받고 학교 입학을 위한 예방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는 자녀의 누적 기록은 학부모 / 보호자에게 사본으로 기록됩니다. 학회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의 학부모 / 보호자와의 면담이 열리며, 이는 특수 서비스의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이에 따라 특수 교육위원회에 의뢰가 이루어집니다.

신입생 심사

Syosset 중앙 교육구에 새로 입회한 모든 신입생은 학업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사됩니다.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는 15 일 이내에 CSE 에 추천됩니다.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2 월 1
일까지 심사됩니다. 12 월 1 일 이후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60 일 이내에 검진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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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립 학교의 어린이에게 공립학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
심사
1.

정의 : 심사는 교육 위원장 규정 117 항에 따라 제공됩니다. 유치원 또는 전학을 통해 공립학교에
새로 입학 할 수 있으며 출중함의 가능성 여부 또는 장애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Syosset 중앙 교육구는 학군 내 비공개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립 학교에 다니는 거주자
및 비거주 자녀에게 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지역 외 거주자 심사 비용은 교육법 912 항 및 보건 복지 계약 (이하 912 계약이라고 함)에 따라
거주 지역에서 지불합니다..

4.

심사 결과 통지는 공립학교의 교장에게 제공됩니다. 교육구의 아동 찾기 요구 사항에 따라
Syosset 중앙 교육구의 지리적 경계 내에 있는 비공립 학교에 학부모가 배치된 학생을 위해
교육구는 아동 찾기 의무를 인지하고 의심되는 학생을 장애 학생으로 지역의 특수 교육위원회에
지목하여 알립니다.

장애가 없는 아동을 위한 언어 교정
1.

정의 : 언어 교정은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언어 치료사의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정의됩니다.

2.

교육구는 교육구 내에 위치한 비공립 학교의 전문직 직원이 추천하면, 거주 및 비거주 학생의
언어 능력 평가 자격을 평가합니다. 추천은 비 공립 학교 직원이나 언어 치료사 또는 특수
교육부에서 직접해야 합니다.

3.

언어 능력에 대한 자격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상주 자녀의 자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언어 치료사가 결정합니다.

4.

비거주자 자녀는 교육법 및 보건 복지 계약서 제 912 조에 의거하여 평가 및 직접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거주 아동과 동일한 기준으로 음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언어 교정의 적법성에 대한 통지는 비거주자를 돌보는 비공립 학교 교장에게, 그리고 거주자의
경우에는 교장과 부모에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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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동 평가를 위한 추천
교육법 §3602-c 의 조항에 따라, 비공립학교에 배치되고 학부모가 등록한 비공립 학교로부터
일반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장애 학생은 공립 교육구에서 IESP (Individualized Education Service
Program)에 따라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섹션에 따라, Syosset 중앙 교육구는
비공립 초등학교 및 중고등 학교에 등록한 장애 학생들에게 학군의 CSE 가 권장하는 곳에서 자녀
찾기, 평가 및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Syosset Central School
District (지리적 위치)의 지리적 경계.
1.

교육구 내 비공립 학교에 다니는 거주 및 비거주 자녀는 공립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Syosset Central School District 의 특수 교육위원회에 추천 될 수 있습니다.
추천은 비공립 학교 임원, 부모 또는 다른 전문가가 할 수 있습니다.

2.

거주 또는 비거주자의 경우, 정기적인 소개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CSE (또는 학교 지명 인)는
평가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학교 심리학자와 평가를 계획해야 합니다.

3.

모든 경우에 평가 결과에 대한 특수 교육위원회 검토는 비공립 학교 소재지에서 실시됩니다.

장애로 확인된 아동을 위한 서비스
1.

특수 교육위원회는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 된 아동은 위원회가 공립 비용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부모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비 공립
학교에서 계속해서 자녀를 보내고자 한다면, 교육 구는 자녀가 정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나 자료실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신원 확인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는 공정한
심의관에게 이의 제기를 항소 할 수 있습니다.

3.

비공립 학교가 위치한 지구 내에서 거주 및 비거주 자녀를 위한 관련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관련 서비스에는 상담, 언어 및 언어 치료, 작업 치료, 물리 치료 및 기타 건강 또는
복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교육구는 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가 공립학교에 입학하거나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것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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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적을 평가하는 방법
직원 보고서, 교수, 학부모 및 학생 인터뷰, 현장 방문 등의 평가 기술을 사용하여 형성된 데이터는
목표의 성공과 관련하여 수집됩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개정 및 수정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교육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교육구 특수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각 학생에게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무료로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수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가 달성되는 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양하고 표준화 된 진단 검사와 다른 교사가 만든 평가를 사용하여 학생 성취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

학생들의 진전와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검토, 개정된 포괄적인 IEP 결과;

•

교사 관찰 및 회의, 강의실 관찰, 일화 보고서 및 연말 학생 요약과 같은 질적 기술;
NYCRR 200.4 (b) (4)에 명시된 장애가있는 각 학생의 재평가.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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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구 프로그램
BAYLIS 초등학교
상담 교사
자료실
자체 보유 수업 12:1:1: 필요에 따라
관련 서비스: 언어 치료, 직업 치료, 물리 치료, 상담
적응형 체육 교육
BERRY HILL 초등학교
상담 교사
자료실
자체 보유 수업 12:1:1: 필요에 따라
관련 서비스: 언어 치료, 직업 치료, 물리 치료, 상담
적응형 체육 교육
ROBBINS LANE 초등학교
상담 교사
자료실
자체 보유 수업 12:1:1: 필요에 따라
관련 서비스: 언어 치료, 직업 치료, 물리 치료, 상담
적응형 체육 교육
SOUTH GROVE 초등학교
상담 교사
자료실
자체 보유 수업 12:1:1: 필요에 따라
관련 서비스: 언어 치료, 직업 치료, 물리 치료, 상담
적응형 체육 교육
VILLAGE 초등학교
상담 교사
자료실
자체 보유 수업 12:1:1: 필요에 따라
관련 서비스: 언어 치료, 직업 치료, 물리 치료, 상담
적응형 체육 교육
WALT WHITMAN 초등학교
상담 교사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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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보유 수업 12:1:1: 필요에 따라
관련 서비스: 언어 치료, 직업 치료, 물리 치료, 상담
적응형 체육 교육
WILLITS 초등학교
상담 교사
자료실
자체 보유 수업 12:1:1: 필요에 따라
관련 서비스: 언어 치료, 직업 치료, 물리 치료, 상담
적응형 체육 교육
H.B. THOMPSON 중학교
상담 교사
자료실
통합 공동 교습
자체 포함 특별 수업: 6, 7, 8 학년 (12:1:1, 15:1, 이나 15:1:1) 필요에 따라
관련 서비스: 언어 치료, 직업 치료, 물리 치료, 카운셀링
적응형 체육 교육
SOUTH WOODS 중학교
상담 교사
자료실
통합 공동 교습
자체 포함 특별 수업: 6, 7, 8 학년 (12:1:1) 필요에 따라
관련 서비스: 언어 치료, 직업 치료, 물리 치료, 카운셀링
적응형 체육 교육
고등학교
상담 교사
자료실
통합 공동 교습
자체 포함 특별 수업: 6, 7, 8 학년 (15:1 또는 12:1:1) 필요에 따라
관련 서비스: 언어 치료, 직업 치료, 물리 치료, 카운셀링
적응형 체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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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에 대한 대응 (RTI)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구 지침
유치원부터 4 학년까지

중재에 대한 대응 (RTI)은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높은 수준의 교육 / 중재를 제공하고, 개별
학생에 대해 중요한 교육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학습 속도를 시간 및 수준에 따라 사용하는
관행입니다. (전국 특수 교육 국장, 2006)

RTI 는 위험에 처한 학생, 장애 학생 및 영어 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교육 전략입니다. 또한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보다 적절하게 식별하고 개입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의 학습 장애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학생의 학습 장애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접근법의 결과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광범위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RTI 는 이러한 결정을 알리기 위한 효과적이고 지침 관련 프로세스입니다. (NYSED Guidance
Document, 2010)

Syosset 중앙 교육구의 RTI 계획에는 NYSED 위원장 규정 100.2 (ii)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적절한 교육 음소 인식, 음운론, 어휘력 개발, 독해력 (구술 독해 기술 포함) 및 독해력
분석에 대한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포함하는 과학 연구 기반의 독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독해에 적합한 교육.

•

학업 검토 한 학급의 모든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도의 기대치에 따라오지 못 하는 학생들을
식별하는 학업 스크리닝 .

•

집중적 교육 학생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 집중적인 수준의 개입과 지시로 학업 성취 수준
및 / 또는 연령이나 학년 수준에 부합하는 학습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교육.

•

반복 평가 중재가 나이 또는 학년 수준에 어떤 학생의 진전을 초래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커리큘럼 측정을 포함하는 학생 성취도 반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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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적용 목표, 교육 및 / 또는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교육적 결정을 내리는 중재에
대한 학생의 반응 및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 또는 서비스에 대한 추천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학교 수준의 교육 지원 팀 (IST)

•

학부모에게 보내는 서면 통보는 학생이 일반 교육 수업의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
이상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발송됩니다. 통지에는 학생의 성과 데이터의 양과 특성에 대한
정보, 학생의 학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 또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

전문성 개발 직원이 RTI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NYSED 규정에 따라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현하도록 하는 전문성 개발.

•

계층적 학습 모델: 이 모델은 학생들에게 제공 될 개입의 수준, 개입의 유형, 수집 될 학생
성과 데이터의 양과 성격, 진행 모니터링을 위한 방식과 빈도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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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 복사본 의 이용

학부모는 이 계획의 조항에 대한 연례 통지서를 받는 것 외에도 언제든지 학교에서 이
계획서 사본을 요청하고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는 교육감의 사무실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 교육 기록에 관한 정책은 필요할 경우 교육구의 2 년 특별 교육 계획의 일환으로 2
년마다 검토되고 개정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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