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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쿨 특수교육 (PRESCHOOL SPECIAL EDUCATION) 

 

프리스쿨 특수교육 위원회 (CPSE: The Committee on Preschool Special Education)는 3-5세의 어린 
아이들에게 프리스쿨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자녀의 필요 (needs)에 따라 
결정되며, 만일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자녀가 양육되는 장소 –  예를들면, 프리스쿨 프로그램 
(Preschool Program), 헤드스타트 (Head Start), 부모가 선택한 유아원 (child care location), 병원이나 
집 등 – 어느 곳에서든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제 프리스쿨 특수교육 위원회 (CPSE)에 의뢰 (refer) 하는가 

조기중재 (EI)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프리스쿨 (preschool)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4개월 전에 CPSE의 평가를 받도록 요청되어야 합니다. 

● 자녀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만 3세가 된다면, 1월 2일부터 시작하는 프리스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 3세가 된다면,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프리스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프리스쿨 특수교육 위원회 (CPSE)에  의뢰 (refer) 하는가 

자녀에 대한 정보와 의뢰 요청 (refer)을 하는 이유를 편지에 적어서 해당 학군 (district)에 있는 
프리스쿨 특수교육 위원회 (CPSE)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학군의 프리스쿨 특수교육 위원회 (CPSE)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311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뉴욕시 교육청 (NYCDOE) 웹사이트 를 확인하십시오.  

 

다음 단계들 (Next Steps) 

프리스쿨 특수교육 위원회 (CPSE)에 의뢰 (referral)를 요청하는 편지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집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 제출한 의뢰 요청서 (referral)를 받았다는 통지서 
● 초기 평가를 위한 동의서 (C-IP letter: Consent for initial evaluation letter) 
● 뉴욕시 (NYC) 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프리스쿨 평가 기관들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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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서류를 받게되면, 소개된 목록 중의 한 곳에서 평가를 위한 일정을 계획하십시오. 

프리스쿨 특수교육 위원회 (CPSE)에서는 당신이 평가 동의서에 서명 (sign) 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IEP 회의를 계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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