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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 회의들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MEETINGS)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은 특수교육 모든 과정의 실행을 담당하는 다방면의 전문가들 
(multi- disciplinary team)로 구성된 특수교육 위원회 (CSE: 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에 의해 개발됩니다. 특수교육 위원회 (CSE)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팀 (IEP 
team)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특수교육 부위원회 
(SUB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 

전체 특수교육 위원회 (FULL 
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 위원회 (IEP 팀) :

전체 특수교육 위원회 (Full Committee 
IEP 팀)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서비스와 지원을 계획하고, 새로운 심리-
교육적 평가 (psycho-educational 
evaluation)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최초의 IEP 
회의나 3 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IEP 
재평가 회의를 위해 모입니다. 이 외에도 
좀 더 강도 높은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평가와 IEP 
회의를 다시 요청받을 경우에도 모이게 
됩니다. 

특수교육 부위원회 (Subcommittee IEP 
팀)는 최초의 IEP 회의가 열린 후 매년마다 
모이는 좀 더 작은 IEP 모임으로서, “
해마다 열리는 (annual)” 또는 “검토 
(Review)를 위한” IEP 회의로 불려집니다. 
이 모임은 학생에 관한 새로운 평가 
정보들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따라서 기존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일 기존 IEP 의 
방향을 크게 바꾸기 원한다면, 부모는 IEP 
팀에게 자녀를 위한 회의를 다시 열도록 
요청하여 재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특수교육 위원회 (full 
committee)가 모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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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 교육프로그램 회의 (IEP MEETING)의 종류 

 최초 IEP 회의 (INITIAL IEP MEETING):  특수교육 위원회 (IEP 팀)에게 평가 요청서가 
제출되면 최초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의 개발 과정이 시작됩니다. 회의 목적: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인지 판정하고,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을 계획하며, 관련된 특수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결정함. 

해마다 열리는 IEP 검토 회의 (ANNUAL/REVIEW IEP MEETING): 1 년마다 열리는 
정기적인 IEP 회의이며, 새로운 평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기존 IEP 의 방향도 크게 
바꿀 수 없습니다. 회의 목적: 학생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은 범위 안에서 
교육 계획을 변화시킴. 

3 년마다 요구되는 IEP 재평가 회의 (MANDATED 3-YEAR REEVALUATION IEP 
MEETING): 부모와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장애 
학생들은 3 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회의 목적: 학생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해당 학생이 여전히 특수교육 대상자인지 결정하며,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을 개발함. 

요청에 의한 IEP 회의 (자동적으로 IEP 회의가 열리는 것이 아님): 부모나 학교가 학생에 
대한 재평가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IEP 회의는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때 학생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나 다른 진단 (diagnostic) 자료들도 함께 제출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의 
목적: 학생의 필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리고/또는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해당 학생에게 추가적이거나 좀 더 강도 높은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리고/또는 교사와 
학생의 비율이 적은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반영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을 개발함. 

위의 영어 원본은 INCLUDEnyc가 제작하였습니다 www.includenyc.org. 위의 번역은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 (CIDA)의 협력으로 제공되었습니다. CIDA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돕기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501(c)3 Non-Profit organization)로서, 뉴욕 주의 퀸즈, 나소 및 서포크 

카운티의 한인 가족을 지원하는 연방 학부모 지원센터입니다. www.cidainf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