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vocates for Children기관 소개

AFC 는뉴욕시의모든학생들의권리를보호하는
독립적인기관입니다.

제공하는서비스내용:
• 헬프라인: 1-866-427-6033 (월~목,오전10시 –오후4시)

• 저소득가정을위한무료법률서비스

• 가이드및정보: www.advocatesforchildren.org
• 워크샵및트레이닝

• 정책권리옹호와임팩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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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A 연방학부모지원센터입니다.

제공하는서비스내용:
• 헬프라인: 718-224-8197 (ext 1.) 

• 부모교육, 워크샵, 트레이닝

• 일대일상담

• IEP 미팅참석지원

• 권리옹호활동및부모서포트모임

• 특수교육정보와자료공유https://cidainfo.com/ko/resources/

CIDA를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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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닝 5:
유치원 IEP 초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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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출생한모든아이들은 2022년 9월공립학교
에입학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 장애가있는아동의가정은두가지방법을통해유치
원에지원하게됩니다.

유치원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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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I  E  P

뉴욕시공립학교지원유치원
입학

터닝 5 프로세스



오늘의 워크샵(터닝 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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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적권리
IEP 미팅준비 IEP에대한

이해

프로그램
및서비스

소통 유치원 지원 관련 자료



장애학생을 위한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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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교육법(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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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교육법: 21세 이하 장애가 있는 모든학생은

아래내용을

Free 무상의

Appropriate 적절한

Public 공립의

Education 교육

FAPE

아래의조건에서

Least 최소로

Restrictive 제한된

Environment 환경에서

받을권리가있습니다.

LRE



1. 잠재력을최대한발휘하는것

2. 의미있는진보를만들어내는것

3. 어떤진보라도만들어내는것

4. 학교에서제공할수있는정도에한해서만받을수있는것

"적절한교육"이란,
장애가있는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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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개별화된, (E) 교육, (P) 프로그램

●법적구속력이있는(계약서와도같은) 문서

⚪ IEP상에기재된모든내용은반드시학생
에게 제공되어야합니다.

● IEP미팅을 통해만들어짐.

● (대체로)1년동안사용됨.

IEP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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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
개별화된교육프로그램

교육부
DOE

IEP미팅준비
8

프리스쿨

부모



IEP 미팅

미팅에는누가참석하나요?
특수교육
교사

학군대표

일반교육
교사

학생이현재일반교육
세팅에있거나/있어야
할것으로간주되는

경우.

학교 심리
전문가

평가또는세팅의변경
내용에대해설명할수

있는사람

학군서비스에대한
이해가있는사람

부모님(들)
IEP 미팅이열리기
5일전까지미팅에
대해통지를받을
권리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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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1. 부모
2. 아동의특수교육교사
3. 소아과의사
4. 교육부학군대표

다음 중 IEP팀의
필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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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분류; o 자폐/자폐스펙트럼장애 (Autism)
o 청각장애(농) (Deafness)
o 시-청각장애 (농맹) (Deaf-Blindness)
o 정서장애 (Emotional Disturbance)
o 청각장애 (Hearing Impairment)
o 학습장애 (Learning Disability)
o 지적장애 (Intellectual Disability)
o 복합장애 (Multiple Disabilities)
o 신체장애 (Orthopedic Impairment)
o 기타건강장애 (Other Health Impairment)
o 언어장애 (Speech or Language Impairment) 
o 외상에의한뇌손상장애 (Traumatic Brain Injury) 
o 시각장애 (맹 포함) (Visual Impairment)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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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내용중중요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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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학업성취도
및 기능적 수행

수준
연례 목표

추천된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
및 지원

부모의
우려사항



IEP 상의연례목표의예

예 1)
1년 안에 제이슨은 읽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예 2)
1년 안에 제이슨은 26개의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모두
식별할 수 있도록 읽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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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연속성

더
제한적인

•(관련)지원 및서비스가포함된일반교실환경

최소로
제한적인

•통합공동(특수+일반교실)교육환경 (ICT)

•비특수화된(Non-specialized) 학교에서의특수교육
환경(Special education): IEP가있는학생들로만구성된
(Self-contained)환경 _12 : 1+1 또는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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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연속성

더욱
제한적인

매우
제한적인

•특수화된학교내의특수교육교실(75학군)
•12:1+1; 8:1+1; 6:1+1; 12:1+4

•뉴욕주교육부인가비공립학교(NPS)

•뉴욕주교육부인가비공립기숙학교
(Residential Placement)

•가정및병원교육(Home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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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참
b. 거짓

아동의프리스쿨
IEP가 특수교육클
라스를추천하면, 
DOE는반드시 75  
학군에속해있는
학급을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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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된 프로그램

이중언어통합반(ICT) 또는특수교육반

ASD Nest & Horizon  
(자폐장애를위해특수화프로그램)

ACES
(지적 장애를위해특수화된프로그램)

I READ
(읽기교육및발달을위해특수화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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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된 프로그램

AIMS
(자폐장애에특수화된프로그램)

장벽이없는(Barrier Free), 접근이
용이한학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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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AT)

상담
(Counseling)

간호
(Nursing)

작업치료 (OT) 물리치료(PT) 언어치료 (ST) 특수교육교사
지원서비스

(SETSS)

행동중재계획
(BIP)

특수교통편
(Specialized

transportation)

어떤학교세팅에서든상단의서비스를받으실수있습니다.

서포트 & 서비스
19

특수교육 보조사
(Paraprofessio
nals)



사전서면통지 & 학교위치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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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을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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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 12월 혹은이후

• 재배정된경우에만해당

• IEP미팅이후

• (우체국)소인이 6월 15일이전에
찍힘( 그이전에발송)

• 입학이허가된경우에만해당

환영패킷 WelcomePacket
(노란색)

의뢰확인통지서 Notice of Referral

케이스재배정확인통지서
Notice of Case Reassignment (핑크색)

사전서면통지 & IEP 문건
(하얀색)

학교배정위치통지서
School Location Letter (녹색)
특수프로그램 (입학) 허가서

Specialized Programs Acceptance(보라색)



진행과정을능동적으로팔로우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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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을받지못했다면,

o CPSE 담당자
o 커뮤니티코디네이터
o DOE 담당자

이메일로서류요청하기

o 귀하의동의여부및이메일주소전달
o NYC 스쿨어카운트를활성화하세요.
o DOE 담당자에게연락하세요.



아랍어, 벵갈어, 중국어, 프랑스어,하이티-크리
올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우르두어
번역:
•편지문서
•신청서류
•미팅알림
•성적표(report cards)
•특수교육관련문건

통역:
•부모-교사 컨퍼런스
•부모연합미팅
•정학심의

(suspension hearings)
•학교스탭들과의미팅
•특수교육관련미팅

언어적접근용이성의권리:  통,번역및해석

DOE 언어접근성관련컴플레인: (718) 935-2013 또는 Hello@schools.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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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킨더가든입학신청은마감되었습니다. (마감일: 1월 18일) 
입학신청을못하신가정들은개별적으로학교마다
웨이트리스트에아이이름을올려둘수있습니다. 

• 온라인: MySchools.nyc
• 전화: 718-935-2009

(Monday-Friday, 8am-6pm)
• 이메일하시거나미리예약후
방문: Family Welcome Center

유치원 입학 과정

about: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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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와학교및프로그램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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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배정위치통지서(SLL, 녹

색)에지정된학교가, 자녀의

IEP상의 기재된 서비스및프

로그램을제공하는곳인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특수교육갈등중재및심리(impartial hearing)를요청하시거나, 정식으로
컴플레인을제기하십시오. 

DOE등록 및 입학부서
ESEnrollment@schools.nyc.gov 718-935-2009

turning5@schools.nyc.gov
(can copy kindergarten@afcnyc.org) 718-935-2007

DOE담당자

DOE특수교육부서

분쟁해소 (Dispute Resolution)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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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ocates for Children 터닝5 가이드
⚪bit.ly/AFC_Resources

● 교육부제공자료
⚪터닝5 웹사이트: bit.ly/DOE-K-IEP

킨더가든 오리엔테이션 가이드북을 요청하세요!

⚪District 75: bit.ly/DOE-D75
⚪Specialized Programs: 

bit.ly/ SpecializedPrograms

특수교육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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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DOE)유치원
오리엔테이션미팅
⚪라이브진행세션
⚪녹화세션

특수교육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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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C 유치원입학자료
⚪ bit.ly/AFC_Resources

● 교육부(DOE) 자료
⚪온라인지원: MySchools.nyc
⚪유치원웹사이트: schools.nyc.gov/kindergarten
⚪교육부(DOE) 측에서제공하는웨비나와

2022년 뉴욕시입학가이드

⚪패밀리웰컴센터

입학 및 지원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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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헬프라인: 866-427-6033 (수신자부담)
월요일-목요일,오전10시-오후4시

info@advocatesforchildren.org

더궁금한점이있으신가요?

한국어/영어지원

헬프라인: 718-224-8197 (ext 1.) 
온라인신청서:
https://cidainfo.com/ko/looking-for-help/

cida@cida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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