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 시스템
네비게이션 잘하기

Presented by 

The Spectrum of Hope Foundation
웹사이트주소: www.spectrumhope.org
Cecilia Chang-Director/ Attorney at Law
이멜주소: Cecilia@spectrumhope.org

© 2018The Spectrum of Hope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1

http://www.spectrumhope.org/


Spectrum Hope 쎄미나 시리즈

• Part I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어요 & ABA 치료란?

• Part II 특수교육 네비게이션 잘하기

(School District 학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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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아이가 걱정이되는데...

아직 취학전아동이면 (3세) 일단
Regional Center 에 연락함

https://www.dds.ca.gov/RC/RCL
ist.cfm

3 세이상 이라면(1) Regional 
Center 과 (2) School District 
(학교 교육구) 양쪽에 연락함.

* Referral Service 프로세스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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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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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연락
특수교육 Referral 편지샘플

5/25/2018
Mrs. Kim Hong
12245 Apple Street, LA CA 90010
(213)123-4567/ kimhong@gmail.com

Dear Mr/Ms. Special  Education Director

I’d like to refer my son Hong Gil Dong (DOB: 1/1/2010) for 
special education services. He has severe speech delay and 
lacks social skills.  Thank you.

Signed Mom/Dad

5



특수교육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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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검사
학교에선 아이를 어떻게 검사하나요?-assessment

아이

전문가

No 

One size-
fits all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분야

통합교육

가능성/

어느정도? 

연관성

있는

테스트

아이의

인종, 언어
문화,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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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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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교육 자격취득
IDEA 법의 “장애아”의 정의와 자격

The term “child with a disability” means a 
child—

(i)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hearing 
impairments (including deafness), speech or 
language impairments, visual impairments 
(including blindness), serious emotional 
disturbance (referred to in this chapter as 
“emotional disturbance”), orthopedic 
impairments, autism, traumatic brain injury, 
other health impairments, or 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and

(ii) who, by reason thereof, needs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20 U.S.C. § 1401 

• IDEA 법보호를 받을수있는 “장애를 가진 학생” 
이란- 지적, 청각적, 언어적, 시각적, 심각한
정서, 정형, 자폐, 뇌손상, 다른건강문제 (OHI-
ADHD 포함) , 학습장애를 가르키며, 그
장애로인해 특수교육서비스와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봄.   

•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하여 자동으로 IDEA 
법이 적용되지는 않음.   

• 아이의 특수교육 자격에 유무는 학교에서
아이를 평가 (assessment) 한 후 IEP meeting 
을 통해 결정됨.

• 공립학교, charter school는 자격이 되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특수교육(FAPE) 을
제공해야할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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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세요! 
특수교육 IDEA의 궁국적 목적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의 약자.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의 권리를 주는
법으로 미국 50 개주 적용되는 연방법 (federal 
law). 

특수교육법을 만든 미국 의회의 목적 : 

IDEA의 목적은 장애아이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공립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줌으로써 아이가
교육을 받아, 직업을갖고 독립된 삶을 준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애아이와 그의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To ensure that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available to them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that emphasizes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designed to 
meet their unique needs and prepare 
them for further education, 
employment, and independent 
living” and “to ensure that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arents of such children are 
protected” 

20 U.S.C. §1400 (d)(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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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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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EP 통한

FAPE 오퍼



(4) IEP 미팅에서 학교로부터
IEP 의 꽃인 FAPE 오퍼를받음-

FAPE 란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립교육과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Ensure that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available to them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that emphasizes public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FAPE” 이란 특수교육 (special education) 과 이에 요구되는 서비스 (related service) 를
가르키는데 구체적으로: 

• 무료로 제공되고

• 주정부의 교육방침에 맞아야 하고

• 공립 Preschool, 초등, 중, 고등학교

• IDEA 에 준수한 IEP 아래 진행되는 교육을 가르킴. 

출처:  20 U.S.C. §1414 (d) 

Cal. Ed. Code  §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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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 미팅에 참석하라는데, 
뭘,어떻게 준비하나요? 

13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란?

• IEP 란 (1) 학교측과 아이의 특수교육에 관하여 만나서

논의하는 미팅 과 (2) 그미팅에서 만들어지는 IEP 문서를

뜻함.

• IEP 란 장애를 가진 학생 에게 FAPE 이라는 특수

교육 서비스 패캐지를 전달해주는 도구.

• IEP 페이퍼는 법적효능을 가진 계약서이므로 만약 거기에

서비스가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없는것과 마찬가지임.

• IEP 란 “Individualized” 로 개개인 학생의 필요에 따라

차별성이 있는 플랜.  다른 학생과의 비교는 의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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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IEP 미팅을 참관해야할사람들

1) 학생의 부모

2) 적어도 1명의 regular education 
teacher

3) 적어도 1명의 special education 
teacher

4) 학교 교육청대표:  IEP 결정을
내릴수있는 권한이 있는 대표

5) Assessment의 결과를 해석/설명
할수 있는 사람

6) 부모나 교육청의 요청에 의한 전문가

*윗 분들중 한명이라도 학부모와 학교측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참석을 안 하시면
안됨.   반드시 참석해야함.

출처: Cal. Ed. Code  §5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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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 미팅 과정

Eligibility 
Determination

• 아이가 특수교육의
자격이 있나를 논함.

Assessment 에 대한
논의

• Assessment 
평가결과 발표

• 검사하신 분이 IEE 
결과 발표

Service/ Placement

• 이전 IEP progress 
진행보고

• 새 IEP goals 목표
설정-부모의 발언

• FAPE  offer 

16



FAPE
그 적절함에 관하여…

17

울아이가 이번 IEP 에서
받은것이 과연 적절한

건가????



“적절”한 교육이란?
(수많은 특수교육법 소송 생성 )

FAPE 란 아이에게 줄 수있는 최상 혹은 이상적인 교육이 아니고,  아이가 교육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뜻한다. 

•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최고” “Absolutely the best “ 혹은 아이의 가능성을 최고로 증대하는 “potential 
maximizing” program”  을 제공할 의무가 없음.

• 그 대신 학교는 학생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추어진 학습과 그에 필요한 서비스가 포함된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함.  
The school must provide “basic floor of opportunity “ that consists of access to specialized instruction and 
related services individually designed to provide educational benefit to the student.  

• 아이의 unique need 에 맟추어야 함 It must be tailored to the unique needs of the handicapped child.   

“Unique educational needs” 의 정의:  학습적인것 은 물론, 사회적, 감정적, 의사소통적, 신체적, 직접적인 것도
포함함

• 최소의 혹은 사소한 양의 진전은 적절한 것이 아님.  It cannot be minimal, trivial academic advancement . 

• 학생이 IEP 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여 아이의 IEP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음.

아이가 자기 능력안에서 진전이 있다면, 아이가 자신이 속한 학년을 못 따라 간다고 하더라도 해당 IEP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는 할 수없슴.   같은 맥락에서 아이가 자신이 속한 학년의 공부를 매년 마친다고 해서 꼭
그아이의 IEP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도 할수없음. 

출처:  Board of Educ. V. Rowley 458 U.S. 176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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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받으신 학교측 FAPE 오퍼는 “적절”했나요?
적절함 측정 테스트

법정에서 보는 FAPE 4 요소:

1. 학교 program 이 학생 특별한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나? ( Whether the District’s 
proposed program was designed to meet the 
student’s unique needs);

2. 최소로 제약된 환경인가? (in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3. IEP 서류에 명시되있는 것과 일치한가? ( that 
conformed to the student’s IEP) 

4. 학생한테 교육적인도움을 주는가? (Whether the 
District’s proposed program was reasonably 
designed to provide some educational benefit 
to the student).

학생의 Unique 

Needs 를

토대로

IEP 서류에

따라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에서

Educational 

Benefits 를

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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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 통합교육 vs. 특수교육반

20

IEP 미팅했는데 학교측에선
울아이을 100% 특수교육반에

배정했어요.  좀더 보통아이들과
교육받으면 좋겠는데, 혼자서는
힘들것같고, 1:1 aide 를 달라

요구할수있을까요?



최소의 제약적인 환경
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To the maximum extent appropriate,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educated with children who are not 
disabled, and that special classes, separate 
schooling, or other removal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from regular education 
environment should occur only when the 
nature or severity of the disability is such 
that education in regular classes with the 
use of supplementary aids and services 
cannot be achieved satisfactory. 

20 U.S.C. §1412 (a) (5)(A) 

1. 특수교육의 시작점은 항상 일반학생과 하는 통합
교육임 (general education setting).

2. 통합교육반에서 특수교육반의 이동은 아이가
통합교육반에서 aide 와 지원서비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을때만 가능해야함.  

3. “특수교육”은 아이가 필요한 “교육적인 서비스
팩키지”를 가르킴. 어떤특정한 장소/교실만을
뜻하는것이 아님. 

4. Related services 는 꼭 아이가 특수교육반에 있어야
받을수있는것이 아님. (예:  tutoring, academic 
remediation 은 일반반에서도 가능) 

5. 모든 IEP 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아야 하는것도한
아님- 아이 개개인 의 unique need 에 따라 달라짐.

6. 학교에서 제시하는 FAPE 프로그램이 내 아이에게
과연 LRE 지 반드시 생각해봐야함. (만약 LRE 가
아니라면 학교는 FAPE 을 위반한 것임) 21



알아야할 LRE 단어들
• Inclusion/mainstreaming:  일반반에서 일반학생들과 함께

수업을듣음. 성공적인 Inclusion을위해 학교측으로부터 필요한
Aide 나 accommodations 를 받고 Inclusion specialist 을
consult 할수있음.

• RSP- (Resource Specialist Program)- 학생에게
일반클라스안에서 support 를 주거나 (push-in), 일반
클라스에서 빼어내 (pull-out) 따로 학습을 주거나 함.  하루의
6% -49% 정도 support 를 받음

• SDC-(Special Day Class)-100%  IEP  가 있는 학생으로 편성.  
일반클라스보다 학생수가 작고, 좀더 direct support 
(보조선생님) 이 있음.  보통 SDC 학생들은 lunch  때
일반학생들과 접촉을함.  좀더 Restrictive setting 이며 하루의
50%-100% 를 이곳에서 보냄.

• Non public School Placement- 학교에서의 적절한 특수교육이
불가능할때 학교에서 funding 하는 특수 사립학교 을 가르킴. 
100% IEP 있는학생들로 구성.

• Residential Placement- 보통 정신건강에 문제가 심각해서
24시간 통제를 요구할때.  만약 이것이 아이가 적절한 교육
(FAPE) 을 받기위해 필요하다면 학교에서는 funding을 해야함.

Inclusion

RSP

SDC

NPS

Residential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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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준다는 서비스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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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IEP 미팅을 했는데, 아이가
특수교육자격이 있다했지만, 
저희가 받은 FAPE offer 는 겨우
스피치 일주일에 30분!! 더많은
서비스가 필요할듯해 더
달라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이젠
어떻게 해야하나요?



IEE 권리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 학교에서 실시한 assessment 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assessment 가 제

대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 부모는 학교에 재검사 (IEE) 을 요청할 수 있음.

• 부모가 학교의 assessment 를 문제삼고 IEE 를 요청할경우, 학교는 다음과 같은
선택이 있음.

(1) 부모가 요구를 들어주거나

(2) 학교측에서 due process hearing 을 시작하여 자신의 assessment의
타당서을 법적으로 방어함. 

• IEE 비용은 변상가능: 다만 부모는 사전에 학교측에 서면통보를 한후 IEE를받아야함.  
그 비용변상에 관해서는 나중에 합의볼때 변상을 받기도 함.  *변호사와 사전 상담은
필수

Cal. Ed. Code  §56329(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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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 과정

(1) 학교측에

IEE 통보
(2) IEE 실시

(3)

IEP 소집

IEE 의 처방대로
서비스를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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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 통보편지샘플

Dear Mr/Ms. Special  Education Director:

For my son Hong Gil Dong (DOB: 1/1/2010), we 
do not agree with the results of your assessment 
dated _____ 2018. We will obtain  an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will 
seek reimbursement from you later. Thank you.

Signed Mom/Dad

26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IEE) 의 중요성

1. 같은 장애진단명을 갖은 아이라도 다 각기 다른 필요가 있음.  

2. IEE 의 목적- 우선 우리아이가 과연 어떤장애를갖고있는지,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 ( unique 
educational need) 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recommendation 을 받아야함.

3. IEE를 할 분은 리져날센터나 학교 교육구와 어떠한 관계도 없는 임상 심리 학자로써 아이의 장애와
치료에 관하여 박식한 지식과 경험을 갖으신분이 적합함. (학교가 권하는분은 의심을해봐야함)

4. IEE 받기전 학교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나중에 비용을변상받을수 있슴. 

5. IEE 의 과정:

Testing- 모든 기능의 testing (지능, 사회성, 언어, 자기 적응능력) 과 상세한 분석,   

Observation-아이의 보통 일상안의 관찰 (학교, 집) , 그리고 학교에서 FAPE 으로 제시하는 program 의관찰. 

Interview- 아이의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설문지/면담을함.

5. IEE 리포트완성후, 부모님은 IEP 미팅을 소집하여 리포트를 학교와 공유하고, IEE 에 표기된대로
서비스를 달라 요구함.

7. 적합한 IEE 는 학교만 아니라 regional center/건강보험서비스를 받는데 요긴하게 쓸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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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3

• 계약위반
• 학교에 writing 으로 요구하며, 

모든 소통을 기록으로 남김
• No change? 변호사를 통해 due 

process 고려
• -Compensatory(보상) 

Education 가능

28

IEP 명시되있는
서비스를 못받고
있어요.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기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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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Reimbursement (변상) 
가능한 것들

• Compensatory education- 이전에 놓친 교육의 기회에 대한 변상
가능

• Attorneys Fee- 정당한 (reasonable) 변호사 비용 가능.  하지만
변호사의 IEP 나 resolution의 참관비용는 변상 불가능.

•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IEE) fee – 학교측에 법적으로
충분한 서면통보후 받은 IEE 비용 의 변상 가능.

• Private Placement- 학교측에 법적으로 충분한 서면통보후
학교측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이 적절한 FAPE 가 아니였고 그반면에
부모가 선택한 private program 이 아이에게 적절한 FAPE 임을
증명한경우 그 private placement 에대한 비용 변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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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Put 의 보호

Stay Put 이란 학교측과 의견차이로 Due Process Hearing 을
요청했을 때, 아이가 그 시점부터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받을
특수교육서비스는 학교측과 부모가 달리 동의하지 않은 이상

기존에 받고있는 프로그램임.   

(j) Maintenance of current educational placement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k)(4), during the pendency of 
any proceedings conducted pursuant to this section, unless the 
State or local educational agency and the parents otherwise agree, 
the child shall remain in the then-current educational placement of 
the child, or, if applying for initial admission to a public school, 
shall, with the consent of the parents, be placed in the public 
school program until all such proceedings have been completed.
20 U.S.C.A. §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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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 울아이 졸업 트랙을
어떻게결정하나요?

Diploma Certificate

32



Diploma   vs  Certificate

• IEP 가 18살에 종료

•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
필수.

• 정규교육을 받기위해
필요한 서비스 요구

• IEP 가 22살째 생일에
종료

• 교육과정에
modification 이
많아서, 교과 과정
이수증으론 안쳐줌. 

• 취업이나 대학진학에
도움이 안됨.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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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 vs Modification

Accommodation- 아이가 정규교육을
받을수있도록 주는 서포트

• The use of a computer in class and/or for 
assignment.

• Extended time on exams
• Extended time for assignments
• Use of calculator during exams
• Books on tape/use of a computer to read text 

out loud
• Use of study carrels
• Tests read orally
• Quiet testing environment/separate room
• Taped lectures
• Note takers
• Lesson plans
• Homework assistance
• Use of an organizer
• Aides
• Assisted Technology- except medical device that 

is surgically implanted.

Modification- 학습콘텐츠
자체의 수정

• 자기 학년과 다른 학습내용

• 다른 test 로 평가받음

• 다른 숙제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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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IEP 준비

• 학교에 IEP meeting 하기24시간 전 미팅을 electronically record 하겠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한다(email or letter)

• 미팅전에, 학교에서 실시한 assessment report 를 받아볼수 있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  마찬가지로 IEE 가 있다면 학교에 제출, 학교측에 미팅전에

review하라고 요청.

• 학교측에서 받는 모든 리포트를 검토함. 

• 우리아이가 필요한 “support 리스트” 작성- 내가 이 IEP 미팅 에서

얻고자하는것이 무엇인지 생각함.  아이가 저번 IEP 후 무엇을 배웠는지, 

앞으로 무엇을더 배워아 하는지, 학교측에서 알면 아이교육에 도움이될 아이의

단점와 장점을 생각. 필요하다면 아이를 잘아는 전문가들과도 상의. 

• 아이상태를 잘아는 사람초대-(Regional Center coordinator, 아아의 투터, 

therapist/supervisor 등등).

• Mainstreaming 을 늘리거나 inclusion 고려하고 있다면 학교측에 inclusion 

specialist 참석 요구.  (고려:  아이가 학교밖에서 보통아이들과 잘지낸다면 ,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도 그것이 가능할련지에 대해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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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 서류에 꼭들어가야할 항목들
(Cal. Ed. Code  §56345)

1. Student’s Present Level of 
Performance

• 아이가 현재 보여주는 능력측정
(잠재적능력이 아님)- “Baseline” 
이라고도 함.

• 학교와 부모가 같은 Starting Point 
인지 확인해야함.

2.  Measurable annual goals with 
benchmarks and short term 
objectives 

측정할수있는 연차 목표, 단기 목표 , 그리고
수준 기표.

•학교는 IEP 목표달성을위해 필요한 service 를
줘야하기에, 무엇을 목표로 잡아야 하는것이
관건임.

•*요주의:  학교에서 너무 낮게잡은 목표. (low 
expectation, low goals, low objectives 는
금물.) 

• “roll-over” goals- 매년 같은 목표-진전없는
아이 와 책임없는 학교

3.  Specific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구체적인 특수교육 과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

•학교측에서는 서비스의 빈도, 기간, 
장소를 확실히 기입해야함.

4.  All accommodation and 
modifications

•아이의 적응을위한 학교측에서 주는
program 조정과 시정.

•testing 에 관한 써포트

5.  Extent to which student 
will not participate with non-
disabled students.

•아이의 통합교육의 빈도와 그이유

36



IEP 에서 부모가 취해야할
바람직한 자세

• 항상 사려분별이 있고 합당한 Reasonable한 부모로 보여야 함:학교에서 절차적으로 요구하는것은 100%  

응해야함. 

• IEP goal 들을 논할때 아이의 능력, 장래 플랜 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미래설계에 참여함

• 경청. 또한궁금한것이 있으면 꼭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해해야함.

• 모든사람들에게 나이스하되 우리아이의 교육에 있어서만은 적극적이고 단호해야함. Flexible 한것은 좋지만

쉽게휩쓸려선 안됨

• 학교와의 모든 소통은 서면 writing 으로 남겨야함. 

• IEP 에서 부모가 요구하는사항들을 발언했다면,학교측은 꼭 10일내 답장하라고 요청해야함. 

• 아이가 문제행동이 있다면 학교측은 꼭 Behavior Plan 을 IEP 의 일부로 제시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

• IEP 미팅에서는 FAPE 동의에대한 싸인은 금물 / 부분적 동의/잠시적 동의도 가능/ 동의를 취소할수도 있음

(resc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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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의미있는 IEP 참여 권리
(Meaningful participation)

IEP 에서의 부모의 참여는 가장 중요한 FAPE 권리중 하나

• 학교에서는 부모에게 특수교육 절차에서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음:  identification 부터 evaluation 과 education placement, 그리고 provision of FAPE 을
논하는 모든 과정까지 부모를 involve 시켜야 함.

• Cal. Ed. Code  §56341.1(f) Meaningful Participation- 부모가 뜻있게 IEP meeting 을
참관할수있도록 해야 함.  예를들면 미팅을 너무 짥게 끝내던지 부모에게 발언권을 안준다던지
하면 FAPE 위반임. 

• IEP meeting 은 부모와 학교 측 상호간에 편한 시간과 장소로 택 할수있고, Notice of the 
meeting 이라는 서류에 그런한 정보들을 명시하여 부모께 보내야 함. Cal. Ed. Code  
§56341.5(c) 

• 학교측은 부모들이 미팅을 이해알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함- 부모의 영어가
서툴던지청각장애가 있다면 통역을 해줘야함. Cal. Ed. Code  §56341.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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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IEP 권리(continue) 

• 부모의 허락없인 아이의 IEP 를 수정할 수 없음.  

• IEP 미팅후, 학교측에선 무상으로 IEP 서류를 부모께 드려야함. Cal. Ed. Code  §56341.5(j)

• 부모가 학교측 FAPE offer 에 동의할경우 IEP 의 명시되여있는 서비스들을 가능할 빠른 시일
내에 (“as soon as possible”) 실행해야 함. Cal. Ed. Code  § CA 56043 (l) 

• 첫 IEP 후엔 적어도 1년에 한번씩 IEP meeting 을 해야함. 20 U.S.C. §1414 (d)(4)(A), Cal. Ed. 
Code  §56380

• 부모는 언제나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5일내에 아이의 “full set of educational record” 의
copy 을 받을수있음. Cal. Ed. Code  §56043(n) 

• 부모는 언제나 학교측에 assessment 를 해달라 요구할 수 있음.

• 부모는 언제나 IEP 미팅을 요청할수 있으며 30일내 학교측은 IEP 미팅을 소집해야함.  Cal. Ed. 
Code  §56043

• 부모만이 아이의 assessment 와 특수교육서비스에 동의 (consent) 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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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Related Services는 챙기셨나요? 
(부록 서비스)

40

아이가 special education 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 Audiology, 
• Counseling services, 
• Early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disabilities of children, 
• Medical services, 
• Occupational therapy, 
• Orientation and mobility services
• Parent counseling and training
• Physical therapy
• Recreation
• Rehabilitation services
• School health services
• Social work services in schools
• Speech pathology
• Transportation and related costs

.
20 U.S.C. § § 1414, 1401 (22), 34 CFR 300.24



Summer School
ESY (Extended School Year)

• IEP team 이 아이가 ESY program 
이 필요하다면 IEP 에 명시해서 받게
함.

• 아이의 교육 program 이 중단될
경우 (방학으로 인해서) 아이가 퇴보
(regression) 될 수있고 회복이
한정될수있을 경우 (limited 
recoupment) ESY 가 주어짐.-보통
6월-7월

출처:  34 C.F.R. §300.106 (2006); 
Cal. Ed. Code §5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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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Special Education
Advocacy Grant Program

(특수교육 지원금” 프로그램)

“

저희 재단 에선 자녀들을 위해 Special Education Advocacy Grant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사항은:  

1. 가주 일(1) 년 이상 거주자;
2. 만 7살 이하의 Autism 판정 을 받았거나 autism 이 의심이 가는 아이;
3. 부모님의 연 종합소득이 (Adjusted Gross Income) 이 $70,000미만;
4. 리져날센타나 학교 측에서 펀딩이 안됐다면 간단한 배경 설명; 그리고
5. 지원금이 필요하신이유 요약설명 –간단히 1페이지 정도.  

지원금은 최고 $1,000 (천 달러) 이며 다음 특수교육용도 에 쓰실수 있습니다.
1. IEE including: 

Comprehensive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Occupational Therapy/ Speech assessment

2. IEE 전문가의 IEP 동행비 나 Due Process hearing 에서의 Expert witness fee 비용
3. 변호사 비용/ Advocate 비용 (상담, IEP 동행/ Due Process/appeal 비용)  

www.spectrumhope.org 를 방문하셔서 Application 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완벽히 작성하신
후 주소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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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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