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The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통합
적, 개별적 교육계획을 위해 작성되는 양식
사전서면통지서 (PWN: The Prior Written Notice): 특수교육 과정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문
미팅 통지서 (Meeting Notice): 언제 어디서 누구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통지서
최종 제안 통지서 (Final Notice of Recommendation):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미팅후 정식으로
특별교육 서비를 제공을 알리는 통지서 
학부모와 특수교육위원회 (CSE) 또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EP) 팀 사이에 교환된 서신: 과정의 경
과를 나타내는 학부모와 특수교육위원회 또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팀 사이에서 교환된 서신 

알아둘 점: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양식

 
양식, 통지서, 전자/일반 우편물

평가

평가에 관한 모든 자료는 한 기관 (특수 교육 위원회 또는 학교 소속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에서 수집
되어도 되고 여러 기관 (독자적 평가 기관, 의사, 사립 상담사)에서 수집 될 수 도 있습니다. 해당 학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종종 독자적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부터의 정보와 교육부의 정보를 통합하여
검토합니다. 이는 예상되는 장애에 관련한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수 교육 위원회 (CSE) 또는 학교 소속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EP) 팀으로 부터 내려진 평가는 전문의에
의해 실시된 평가가 아님으로 의학적 진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CSE/IEP팀이 실시하는 평가의 목적
은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인가를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해당 학생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격 조건을 갖추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대체로 이 평가로만으로도 충분히 서비
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장애에 관하여 더 깊은 지식을 얻고 싶거나 의학적 진단을 받기를 원
하시는 부모님의 경우 독자적 평가기관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받으신 평가는 개별화 교육 프
로그램 진행 그리고 의사와 처우 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Source:https://includenyc.org/



Source:https://includenyc.org/

상황설명 보충을 위해 부모에 대한 정보와 학생의 성장과정이 기록된 CSE/IEP 소속 소셜워커가 작성
한 소셜히스토리
학생의 학교에서 행동이 기록된 수업 관찰 보고서 
학교에서 받은 중재 혹은 at-risk 서비스로 인한 결과 
성적표 혹은 학생의 과제물 
학교 상담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외에 관련 사립 의료 전문가들이 작성한 경과 보고서 
부모님이 의사로 부터 받으신 학생의 연례 건강검사, 시력, 청력 검사 검진서 사본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미칠수 있는 병이나 장애에 대한 진단서 그리고 그 병이나 장
애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진단서 
특수 교통수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 편의제공 요청서 (Medical Accommodation Form) 

개별교육화 프로그램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양식

기타 서류 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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