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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자녀에게 교육을 방해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자녀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
되는 경우, 본 안내서는 자녀의 교육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장애자 교육 개선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IDEA)이란
무엇인가?"는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협조자가 될 수 있도록 2004 년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의 주요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본 안내서는 오하이오주 교육부 특수
아동 전담실(Ohio 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OEC/OEC)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은 학부모가 해당 지역 교육구 및 공공 기관과 협조해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 설명해 줍니다.
또한 본 간행물은 소위 “절차적 보호 통지(Procedural Safeguards Notice)”로써 자녀에게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적격 장애가 있는 경우 “적절한 무상 공교육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립시켜 줍니다. 특수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보조를 받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단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본 안내서에 명시된 권리 및 절차는 연방법에 의해 먼저 윤곽이 잡혔으므로 익숙지 않은 법률
용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이용 및 사용을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법률 용어를
가능한 한 단순화시켰습니다. 계속 사용되는 법률 용어는 “정의 설명”이라는 항목과 전체
내용에서 가능할 때마다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안내서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용어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어는 56 페이지에서 시작되는 “정의 설명”
항목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주해: 학부모님을 위한 본 안내서는 행정 법전 제 3301 장-51 절에 명시된 주정부 특수교육 규정인 장애 아동을 위한
오하이오주 교육 기관의 운영 규범 (Operating Standards for Ohio Educational Agencies Serv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본 안내서는 상기 규칙의 모든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상기 규칙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법적 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하이오주 교육부 (Ohio Department of Education: ODE) 웹사이트
www.ode.state.oh.us에 게시된 운영 규범을 참조하시고, 키워드 검색: Operating Standards Disabilities(운영 규범 장애)을
통해 전체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자문이나 법적 해석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운영
규범은 주법(개정 법전 제 3323 장), 연방법 (2004 년 장애자 교육 개선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2004) 및 장애 아동의 교육을 위한 연방 규정(미국 연방 규정 (C.F.R.) 제 34 편 300 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또한 오하이오주 교육부 웹사이트(edresourcesohio.org)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10 년 7 월 1 일

Page 1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학부모님을 위한 2004 년 장애자 교육 개선법 (IDEA) 안내서 (Korean)

자녀가 학교에서 학습 장애를 겪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2004 년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자녀의 장애로 인해 필요할 경우
자녀의 교육적 필요성 및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이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수행됩니다:
1. 지원 요청—이 단계는 학부모가 해당 교육구와의 공조를 시작하여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조기 경고 징후에 대해 교육구와 공동으로 해결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평가 요청—교육구는 자녀가 학교에서 얼마나 잘 학습하고 활동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구는 자녀의 평가 과제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평가—이 단계에서 교육구는 자녀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모든 장애에 필요한 것은 아님)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자녀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서비스의 종류를 제안하거나 자녀가 일반교육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학습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학부모가 평가 과정의 협조자가 되며, 자녀를 위한 평가 팀의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4.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의 개발—상기 평가에서 자녀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자녀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수립됩니다.
5. 연례 검토—매년 공립 교육구는 자녀의 IEP 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며, 자녀의
적절한 학습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 조정의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6. 재평가—장애자 교육 개선법은 자녀의 학습 능력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매 3 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재평가”는 또한 자녀에게 제공되는 지원 및 서비스의
적절성 여부를 학부모와 교육구에 알립니다. 그 후 교육구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독립 교육 평가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IEE)—자녀에 대한 교육구 평가의
정확성에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학부모는 교육구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적격의
전문인이 자녀를 평가해 보도록 조처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이 평가는 교육구의 경비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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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받는 절차

다음 일람표는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앞서 열거된 7 가지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단계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는 본 안내서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에 있는 질문 및 답변 양식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께서는
질문, 정보 제공 및 자녀 교육에 대한 결정을 도움으로써 적극적으로 이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학부모
지원 요청

교육구

 교사에게 연락하여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상의한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정보를 알아본다.

 자녀에 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자녀의 학습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전략을 시도하고 그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

 교육구에 지원을 요청한다.
 교육구가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돕는다.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
 “개입 지원 팀”을 이용해 새로운 교육
접근법을 제안하고, 그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 (“정의 설명” 항목에서 개입 지원 팀
참조).

평가 요청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므로 자녀를
평가해 줄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한다. 교육구의 대응 시기를 보여주는
증거서류가 남도록 평가 요청을 서면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학부모 지원 단체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자녀의 평가에 대해 서면 동의(허가)를
한다. 동의를 한다는 것은 자녀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의미한다. 자녀에 대한 평가에 동의를
한다고 하여 교육구가 자녀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대해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

 평가 절차를 시작한다.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요청 (의뢰)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 의 사본을
제공한다.
 학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한다.
교육구는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녀의
자격 또는 수령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제안하기 전에, 먼저 이 통지서를 학부모에게
보낸다. 교육구는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녀의 자격 또는 수령과 관련해 조치를
거부할 경우 역시, 학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서를 보낸다. (“통지서” 항목에서 상세한
내용을 참조.)
 교육구가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 자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서면 동의를 요청한다.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위한 서면 동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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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부모의 선택
평가

 교육구의 선택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평가 팀의
활동에 참여한다.
 평가 절차를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 가족 및 교육에 관한 내력 그리고
자녀의 장점 및 필요사항에 대한 학부모의
견해 등).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학부모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의 조치: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한다 (교육구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평가 실시.
“정의 설명”에서 상세한 내용을 참조).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한다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심의의 형태. “정의
설명”에서 상세한 내용을 참조).

교육구
 교육구의 책임 사항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평가 과정에
참석하도록 한다.
 평가 팀 보고서에 간략히 설명될 평가
계획을 학부모와 함께 개발한다.
계획된 평가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사전
서면 통지서를 학부모에게 보낸다.
 학부모, 교사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60 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한다.
 학부모가 초청된 평가 팀 회의를
개최한다.
 평가 결과를 요약하고 설명한다.
 자녀의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결정한다. 자녀가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평가 의뢰를 받은 후 120 일 이내에 또는
학부모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90 일 이내에
IEP 가 작성된다.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을
“IEP 팀”이라고 칭한다. (“정의 설명”을
참조).
 평가 팀 보고서의 사본을 평가 팀 회의
날짜로부터 14 일 이내 또는 IEP 팀 회의
전에 (두 가지 중 이른 날짜에)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다음은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경우, 교육구의 조치:
 학부모에게 평가 팀 보고서 사본을
제공한다.
 자녀를 돕기 위한 다른 적절한 변경 및
“개입 (보조 형태)" 에 대해 결정한다.
 자녀가 다른 연방법(1973 년 재활법
제 504 절)에 의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2010 년 7 월 1 일

Page 4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학부모님을 위한 2004 년 장애자 교육 개선법 (IDEA) 안내서 (Korean)

학부모
 학부모의 선택
IEP 회의 전

 교육구의 선택
 교육구의 IEP 에 대한 제안 사항을
요청한다.
 원하는 경우, 가족, 친구 또는
대변자에게 함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한다.
 필요한 경우, 특별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녀를 잘 아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초청해 함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한다.
 IEP 에 관한 우려, 질문 또는 제안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IEP 회의 전
교육구에 알려 준다.

첫 IEP 회의 중

 다음을 포함하는 IEP 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o 자녀의 장점 및 필요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유;
o 연간 목표, 단기간 목적, 또는 측정
가능한 기준의 개발을 지원; 및
o 교육구와 공조하여 자녀가 받게 될
적절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 결정.
 자녀가 일반 교과과정(일반적으로 해당
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데 동의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동의를 거절한다.
o 학부모가 모든 서비스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는 IDEA 의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음. (“정의 설명”의 적절한
무상 공교육 참조.)
o 첫 IEP 의 경우에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2010 년 7 월 1 일

교육구
 교육구의 책임 사항
 학부모 및/또는 학생에게 IEP 회의 및
참석자에 대해 통지한다. (“통지”
항목에서 상세한 사항을 참조.)
 모든 참석자가 동의한 회의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한다.
 IEP 에 관해 서면으로 작성된 우려,
질문 및 제안 사항을 준비하여 사전에
학부모에게 알려 준다.
 적절한 때에, 그리고
고등학교로부터의 자녀의 진학이 논의될
때는 언제나, IEP 회의에 자녀를
초청한다. (“정의 설명”에서 진학 에 관해
참조.)

 학부모와 함께 평가 결과 및 자녀의
자격 여부를 검토한다.
 자녀가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을
약술하는 IEP 를 개발한다:
o 자녀의 장점 및 필요사항;
o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 및 단기
목적 또는 기준;
o 자녀가 일반 교과과정에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적절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및
o 자녀의 필요에 근거한 기타 고려
사항.
 학부모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교육구의 의도에 대해 사전
서면 통지를 한다. 학부모가 어느 한가지
종류의 서비스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교육구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다른
서비스의 혜택을 거절할 수 없다.
 학부모에게 IEP 회의 이후 30 일
이내에 IEP 의 최종본을 제공한다.
 자녀 교육의 책임을 담당한 각
일반교육 교사, 특수교육 교사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자녀의 IEP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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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부모의 선택

2010 년 7 월 1 일

 교육구의 선택

교육구

 교육구의 책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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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연례 검토

 교육구의 IEP 에 대한 제안 사항을
요청한다.
 회의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녀의
학교 서류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한다.
 원하는 경우,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지원자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다.
 현재의 IEP 를 검토한다.
 IEP 에 관해 서면으로 작성한 우려, 질문
및 제안 사항을 준비하여 사전에 교육구에
알려 준다.
 자녀의 IEP 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 해결 절차를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특수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새로운 장소로 이동될 경우,
서면 동의를 한다. 자녀가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고 징계의 일환으로
이동되는 경우, 학부모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학부모의 선택

2010 년 7 월 1 일

 교육구의 선택

교육구
 최초 (첫 번째) IEP 회의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연례
검토에 참여하도록 한다.
 자녀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IEP 에 관해 서면으로 작성된 우려,
질문 및 제안 사항을 준비하여 사전에
학부모에게 알려 준다.
 이 회의에서, 현재의 IEP 를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수정을 한다.
 IEP 회의가 끝난 후, IEP 의 모든
사항에 참석자 전원이 IEP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에게 연례 검토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한다.
 이 회의 이후 30 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자녀의 IEP 최종본을 제공한다.
 자녀 교육의 책임을 담당한 각
일반교육 교사, 특수교육 교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자녀의 IEP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구의 책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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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재평가

교육구

 자녀에 관한 기존 정보의 검토에
참여한다.

 학부모를 초대하여 재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재평가 과정에 참여한다.

 자녀가 계속해서 자격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추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재평가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추가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는
자녀의 성적, 발달, 장애 또는 자격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정의 설명”에서 평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참조.)
 추가 평가에 대해 서면 동의를 하거나
또는 동의를 거절한다.
 자녀가 계속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녀의 필요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3 년 기간 보다 빨리 평가를
요청한다.

 학부모에게 자녀의 재평가에 관한
사전 서면 통지를 한다.
 추가 평가가 필요하거나 추가 평가를
요청한 경우, 학부모로부터 재평가에
대한 서면 동의를 얻는다.
 자녀 평가를 시행할 담당자 및,
해당되는 경우, 재평가에 이용되는 평가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부모가 초청된 IEP 팀 회의를
개최한다.
 학부모에게 자녀가 계속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부모와 교육구가 보고서에 관해
논의한 회의 날짜로부터 14 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평가 팀 보고서 사본을
제공한다.

 학부모의 선택
2010 년 7 월 1 일

 교육구의 선택

 교육구의 책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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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독립 교육 평가

 교육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음을
학교에 알린다.
 독립 평가자의 명부 및 독립 교육
평가에 대한 교육구의 기준(요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건에는 평가 장소 및
비용 그리고 평가 수행자의 훈련 및
자격사항 등이 포함된다.
 교육구가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해 적법 절차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녀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공공 비용으로). 적법 절차
고소는 자녀의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 또는 수령과 관련한 고소를 말한다.
(적법 절차 고소 및 심의 에 관해 “정의
설명”을 참조).

 학부모의 선택

2010 년 7 월 1 일

 교육구의 선택

교육구
 학부모가 교육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학부모에게 알린다.
 교육구의 평가에 반대하는
학부모의 이유에 대해 묻는다.
(학부모는 이 요청에 응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독립 교육 평가를 제공하거나
학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한다. 이 통지서는 학부모에게
교육구가 자체 평가의 정확성을
믿기 때문에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교육구의 책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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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지원 요청

자녀가 학교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교사에게 연락하여 우려사항에 대해
상의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 지원을 요청한다;
• 회의에 참석해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교사가 알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육구는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정보를 얻는다;
• 자녀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서류로 작성한다;
• 개입 지원 팀을 사용해 자녀의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한다; 그리고/또는
•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회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학부모는 어느 때라도 자녀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요청을
“평가 의뢰” 라고 합니다.
평가는 자녀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어떻게 학습하고 활동하는지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의뢰

평가 의뢰(평가 요청)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2010 년 7 월 1 일

학부모 또는 다른 사람이 자녀에게 장애가 있고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평가 의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부모;
• 학교 직원; 또는
• 오하이오주 교육부 또는 다른 공공 기관.
학부모가 평가 의뢰를 하는 경우:
•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므로 자녀를
평가해 줄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교육구의 대응 시기를 보여주는
증거서류가 남도록 평가 요청을 서면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학교 직원, 오하이오주 교육부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이 평가 의뢰를 하는 경우:
•

교육구에 소속된 사람이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한다.

평가 의뢰가 끝나고 평가가 시작되기 전:
•

•

•

“사전 서면 통지”는 반드시 평가 의뢰 후
30 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사전 서면 통지는 교육구가 자녀의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 및 수령의 문제와
관련해서 취할 조치를 제안하거나; 혹은
교육구가 이 문제와 관련된 조치를 거절하는
경우,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의 경우
교육구의 결정을 설명한다.
교육구는 자녀의 장애를 의심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학부모로부터 자녀 평가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평가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중재" 또는 "적법 절차"
과정을 거쳐 자녀 평가에 대한 진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의 설명” 항목에서 해당
용어에 대한 설명 참조.)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연방법 및 주법이 인정하는 각 장애
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는 본
안내서에서 "장애 용어 정의 설명" 항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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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절차적 보호 통지란 무엇인가?
"절차적 보호 통지"는 법에 의해 특정 시기에
학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장애
자녀가 적합한 무상 공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약술해 주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본 안내서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는 이러한
절차적 보호 통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
안내서에는 또한 학부모를 위한 지원 연락처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갈등 또는
우려사항의 해결 방법” 부분 참조)

교육구가 학부모에게 반드시 절차적 보호 통지를
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교육구는 학부모에게 일년에 한번만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의 안내서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음의 각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추가적으로 학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최초(흔히 "처음"이라고 함) 평가 의뢰 시
또는 학부모의 평가 요청 시;
• 학부모가 학기 중 처음으로 오하이오주
교육부에 고소할 시 (“고소” 항목 참조);
• 학기 중 학부모가 처음으로 적법 절차 고소를
제기할 시;
• 자녀에 대한 징계 조치로써 자녀의 교육
장소가 변경될 시 (흔히 자녀의 "배치"라고
함);
• 학부모의 요청 시.
교육구는 웹사이트에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 "의 최신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상기
시기에 계속해서 절차적 보호 통지의 인쇄본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사전 서면 통지란 무엇입니까?
학부모는 교육구가 자녀의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 및 특수교육 서비스의 수령과 관련한
조치를 제안하기에 앞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그에 관한 서면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학부모는
또한 교육구가 자녀의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 및 특수교육 서비스의 수령과 관련해
조치를 거절할 경우 그에 관한 서면 정보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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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사전 서면 통지라고
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반드시 다음 시기에 사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의뢰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 징계 조치로 인해 자녀의 배치를 변경하기 전.
자녀의 IEP 에 동의를 하는 한, IEP 가 사전 서면
통지의 역할을 합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IEP 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반드시 IEP 가
수행되기 이전에 별도의 사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사전 서면 통지는 다음 사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 교육구가 제안하거나 거절하는 조치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이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IEP (개별 교육 프로그램) 팀이 고려 중인
기타 옵션 및 거절한 옵션에 대한 거절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
• 교육구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한 각 평가
절차, 사정, 기록 또는 보고서에 관해 설명을
해야 한다;
• 교육구의 결정을 초래한 기타 요인을
설명해야 한다;
• 학부모의 권리가 절차적 보호 조치에 의해
보호된다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본 사전
서면 통지가 자녀의 평가를 위한 첫 번째
의뢰가 아닌 경우, 교육구는 학부모에게
절차적 보호 통지인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 안내서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교육구는 책자를 입수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 학부모가 사전 서면 통지 권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락처를 알려 주어야
한다.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사전 서면 통지는 반드시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한,
교육구는 반드시 학부모의 모국어로 또는
학부모가 사용하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통지를 전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모국어 또는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문자 언어가 아닌
경우, 교육구는 반드시 통지가 구두 언어 또는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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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러한 조치를 취한데 대한 서면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동은 18 세 연령이 되면 대리 학부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사전 서면 통지에 수록된 정보와
관련해 교육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갈등 또는
우려사항의 해결 방법” 항목의 지침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대리 학부모는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 및
수령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대리 학부모는 아동에게
대리 학부모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배정되어야 합니다.

교육구로부터 받는 필수 서면 통지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구가 요청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아동의 교육구, 카운티 발달 장애 위원회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이 대리 학부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구가 그러한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필수 서면 통지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
대리 학부모

동의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리 학부모란 무엇입니까?
대리 학부모는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 및
특수교육 서비스의 수령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장애 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 학부모를 지정합니다:
• 학부모를 확인할 수 없다;
• 교육구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부모를 찾을 수 없다.
• 아동이 동반자 없는 노숙 아동이다; 또는
• 아동이 주정부의 피보호자이다.
주해: 주정부의 피보호자인 아동의 대리
학부모는 대리 학부모가 다음 목록의 첫 번째 및
네 번째 항목에 기술된 요건에 부합한다면,
교육구를 대신하여, 아동보호 관할 판사가
지정할 수 있다.
대리 학부모는 반드시 다음에 부합해야 합니다:
• 교육구, 오하이오주 교육부, 또는 공공 아동
서비스 기관을 포함해 아동의 교육 또는
보호와 관련된 다른 모든 기관의 고용인이
아니다. (동반자 없는 노숙 아동을 위해 임시
대리 학부모가 지정되었을 경우, 이 요건에
대한 일부 예외 사항이 있음);
• 대표되는 아동의 이익과 상충하는 개인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없다;
• 아동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다;
• 대리 학부모가 되기 위한 주정부-승인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010 년 7 월 1 일

동의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부모는 제안된 활동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적으로
제공받았다. 이 정보는 반드시 학부모의
모국어 또는 학부모가 사용하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학부모는 제안된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서면
동의한다. 학부모가 서명하는 동의서는
반드시 제안된 활동을 설명하고 자녀에 관해
공개될 모든 기록을 열거해야 한다. 동의서는
또한 이러한 기록을 제공 받는 자의 목록을
열거해야 한다.
• 학부모는 자발적으로 동의하며 언제라도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리고
• 학부모는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그러한
취소는 동의를 한 이후부터 동의를
철회하기까지 발생한 조치를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

교육구가 학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교육구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다음 시기에
학부모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 최초 평가가 시작되기 전;
•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처음으로
제공되기 전;
• 평가의 일부로 새로운 테스트가 수행될
예정인 경우, 재평가가 시작되기 전;
• 서비스 장소가 변경되기 전 (상세한 내용은
“정의 설명” 항목의 대안 배치 옵션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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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예외 사항: 자녀가 징계 조치로 인해
자녀의 현재 장소로부터 이동되는 경우,
교육구는 학부모의 동의를 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징계” 항목 참조).
교육구는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시도한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최초 평가에 동의한다고
하여 교육구가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최초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교육구는 학부모의 "자녀가 장애아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학부모가 최초
평가에 동의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가 장애아동"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로서 자녀에게 장애가 있어서 학습을 하는데
특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단순한
의미입니다. 장애가 있는 모든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그 자격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최초 평가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동의를 구하는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를 상대로 “적법 절차 심의
고소"(“정의 설명” 항목 참조)를 한다;
• 교육구와 함께 오하이오주 교육부가
제공하는 중재 심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한다.
중재의 목적은 자녀의 학습을 돕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구와
학부모가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는
• 평가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교육구는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학부모가 응답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 단계에서
교육구가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해 동의를 거절하더라도, 교육구는
학부모를 상대로 적법 절차 심의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의 동의를
득하기 위해 교육구와 더불어 학부모가 주정부
수준의 중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육구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학부모가 동의
제공 요청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는
자녀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자녀에게 IEP 를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 교육구가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자녀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 교육구는 IEP 팀 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자녀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해
IEP 를 개발할 책임이 없다.

학부모가 한가지 서비스 또는 활동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첫 IEP 의 일부 다른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교육구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은 학부모가 한가지
서비스 또는 활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가 받을 자격이 되는 기타 모든 서비스 또는
활동의 제공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첫 IEP 의 경우에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자녀는 IEP 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자녀의 IEP 연례 검토 중 특정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교육구가나 기타 공공 기관이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해 학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최초 평가에서 자녀가 장애아동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육구는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해 학부모와 상의를
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반드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010 년 7 월 1 일

첫 IEP 이후 모든 IEP 의 경우, 제공되어야 하는
특정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해 해결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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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자녀를 모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구에서 서면 동의 철회서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교육구에서 사전 서면 통지서를 제공하지
않는한 는 자녀의 IEP 는 계속 시행된다;
◦ 사전 서면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 자녀의 교육적 필요에 대한 요약 사항
• 자녀가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모든 지원 및
서비스 요약 사항; 및
• 특수 교육에서 제외된 후 장애 아동에게
제공되지 않는 권리 및 보호;
◦ 교육구에서 사전 서면 통지서를 제공하고 나면
교육구는 더 이상 자녀의 IEP 를 시행하지
않으며, 자녀를 장애가 없는 학생으로 대우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을 뜻합니다:
• 교육구는 3 년차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
• 교육구는 IEP 회의를 더 이상 열지 않는다; 및
• 자녀는 징계 및 시험을 포함해 모든 목적을
위한 일반 교육 학생으로 대우 받는다.
동의 철회를 결정했다면 자녀 IEP 의 일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모든 IEP 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게 됩니다. 자녀 IEP 의
일부분만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
절차를 따라 불일치를 해결해야 합니다. (“갈등
또는 우려사항의 해결 방법” 참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철회해도
자녀는 여전히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아닙니다. 교육구는 자녀를 장애가 없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대우하게 되며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받을 자격을 잃게 됩니다.
동의를 철회하면 교육구는 자녀가 받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모든 의뢰 사항을 자녀의
교육 기록에서 삭제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교육구는 동의를 철회했다고 하여
자녀가 받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의뢰 사항을 삭제하여 자녀의 기록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2010 년 7 월 1 일

동의를 철회해도 마음을 바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마음을 바꾼다면 자녀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첫 의뢰 요청과 같은 상태로
대우됩니다. 교육구는 최초 평가 시행을 위한
동의를 구해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최초 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재평가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무상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교육구는 또한 자녀에게 재평가가
필요할 때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재평가” 항목에서 좀더 충분히 설명되어 있음.)
학부모가 응답하지 않거나 또는 자녀에 대한
재평가를 거절하는 경우, 교육구는 다음 중
한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교육구가 이미 자녀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검토함으로써 재평가를 진행하고,
새로운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가 주정부-지정
중재자와 함께 중재에 참가하도록 요청한다;
•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 담당관이
자녀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결정하도록
한다; 또는
• 재평가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교육구는 자녀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주정부 피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데 필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 최초 평가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 자녀가
주정부의 피보호자이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교육구는 자녀가
장애아동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초
평가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를 득할 의무가
없습니다:
o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교육구는
자녀의 부모를 찾을 수가 없다;
o 주정부 법에 따라, 자녀의 부모의 권리가
박탈당했다;
o 주정부 법에 따라, 판사는 자녀를 위해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였고, 평가에 대한 동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Page 14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학부모님을 위한 2004 년 장애자 교육 개선법 (IDEA) 안내서 (Korean)

평가 또는 재평가 과정에서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때는 언제입니까?
다음의 경우,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교육구가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이미
수집한 정보를 재검토할 때; 또는
• 모든 아동에 대한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구가 모든 아동을 상대로
테스트 또는 평가를 수행할 때.

학부모가 자녀에게 홈스쿨을 시키거나 또는
자녀를 자비로 사립 학교에 다니게 하고:
• 자녀에 대한 최초 평가 또는 재평가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또는
•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가 자녀에게 홈스쿨을 시키거나 또는
자녀를 자비로 사립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경우,
교육구는:
• 학부모를 상대로 적법 절차 심의 고소를
하지 않거나 자녀의 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교육구와 더불어
학부모가 주정부-조정 중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 자녀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고려할
책임이 없다;
•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학부모의 동의를
득하기 위해 취한 노력을 기록으로 유지해야
한다;
• 자녀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고려할
책임이 없다;
•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동의를 득하기 위해
취한 노력을 기록으로 유지해야 한다.

평가

평가란 무엇입니까?
평가란 학부모의 자녀가 장애아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또한 자녀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를 평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서비스 계획을 위한 출발점으로 자녀
능력의 전체 상황을 포착한다. 여기에는
자녀가 어떻게 학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0 년 7 월 1 일

•
•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이
포함된다;
자녀의 교육적 필요에 부합하기 위한 방법을
권고한다;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자녀가 장애아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초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학부모, 오하이오주 교육부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은 자녀가 장애아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초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교육구는 최초 평가 요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다음 중 한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최초 평가를 위한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다;
또는
• 교육구는 학부모에게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평가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사전 서면 통지를
보낸다.

자녀에게 평가가 필요한 것은 언제입니까?
거주지 교육구가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때 자녀는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교육구는 자녀가 여전히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분명히
하고, 현재 자녀가 받고 있는 서비스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를 완료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까?
교육구는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학부모의 동의를
득하고, 평가는 학부모가 교육구에 동의를 한
날짜로부터 역일로 60 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일단 학부모가 동의를 하면, 학부모와 교육구는
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 자녀가 어떻게 발전, 학습 및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 방법 및 활동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학부모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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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한가지 측정 또는 평가를 유일한 이유로
들어, 자녀가 장애아동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자녀를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 자녀의 지능, 행동, 신체적 상태 및 발전
수준이 각각 얼마나 자녀 장애의 원인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테스트 및
평가를 실시한다.
• (실질적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평가 도구를 자녀의 모국어 또는 자녀가
사용하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발전, 학습 및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형식으로 사용한다;
• 편견이 없는 평가 도구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문화적 배경, 인종 또는
장애에 상관 없이 자녀를 차별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 학부모가 제공한 배경 정보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교육구 외부의 전문인이 제공한
보고서가 포함될 수 있다;
• 일반 교과과정에서 자녀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프리스쿨 아동의 경우, 같은 연령 그룹의
전형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 단순히 지능의 측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적 필요를 잘 나타내는 자료를
포함한다.
• 고안된 목적용으로만 사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및 평가만을 사용한다;
• 테스트 제작자가 제공하는 지침을 사용하는
훈련된 전문인이 수행하는 테스트 및 평가를
포함한다.
적절한 경우, 평가는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
자녀의 의심되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평가해야 한다:
• 건강;
• 시각;
• 청각;
•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
• 일반적 지능;
• 학업 수행;
• 의사소통 능력(듣기, 말하기 및 쓰기);
• 운동 능력 (움직임 및 공동 작용을 필요로
하는 능력); 또는
• 적성, 학업 성취도, 또는 자녀에게 감각, 공동
작용 또는 말하기에 영향을 주는 장애가 있을
경우 기타 요인.

2010 년 7 월 1 일

학부모는 또한 자녀 평가의 일환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평가를 포함해 평가 계획에서 학부모와
교육구가 동의한 모든 부분의 평가는 교육구가
비용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부담은 없습니다.
학부모와 교육구가 평가 계획의 모든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는 교육구와의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갈등 및 우려사항의 해결” 항목 참조)

평가 작업이 완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의 모든 부분이 완료되면, IEP 팀 및 기타
적격의 전문가들은 적절한 때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평가 결과를 검토한다;
• 평가 팀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반드시
평가 과정 중 수집된 정보를 요약해야 한다.
적격의 전문가와 학부모는 자녀가 장애아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평가 팀에서 자녀가 장애아동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IEP 팀은 자녀를 위한 IEP 를 수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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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읽기 또는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장애아동으로 간주됩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의 유일한 이유가
다음과 같은 경우, 평가 팀은 자녀를 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
•

읽기에 대한 적절한 기본 교육을 받지
않았다;
수학에 대한 적절한 기본 교육을 받지
않았다; 또는
영어 사용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제한된 영어 사용 능력(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이라고도 한다.

평가 그룹이 자녀에게 특정한 학습 장애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녀에게 특정한 학습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평가 그룹은:
• 연구조사 결과 자녀의 연령 및 학년 수준의
아동들에게 성공적이었던 특정 교육 방식에
대해 자녀가 대응하는 방식을 근거로 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 연구조사 결과 성공적으로 나타난 다른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 생각을 말하고, 생각을 쓰고, 읽고, 들리는
것과 읽는 것을 이해하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자녀의 지능과 성취도 사이에
심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참작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학부모의 자녀가 장애아동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어떻게 됩니까?
최초 평가: 최초 평가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60 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자녀가 장애아동인지 그리고 자녀의
교육적 필요를 판단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외: 다음의 경우, 최초 평가가 60 일 이내에
완료할 필요가 없다:
• 학부모가 자녀를 되풀이하여 평가 장소에
데려오지 않는다, 또는
• 학부모가 동의를 한 후 60 일 이내에 자녀를
새로운 거주지 교육구에 등록시켰고, 자녀의
이전 교육구는 아직 자녀가 장애아동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는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
2010 년 7 월 1 일

1. 새로운 교육구가 평가의 완료를 향해
수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2. 학부모와 교육구가 평가가 완료될
구체적인 시간에 동의를 한다.
추가적인 정보는 “전학” 항목 참조.

선별 검사: 교사 또는 전문가가 자녀를 상대로
단순한 선별 검사를 수행하여 자녀에게
교과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라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평가 팀 보고서: 교육구는 IEP 회의 전, 자녀가
자격에 부합한다고 판명된 날짜로부터 14 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평가 팀 보고서 사본을
제공합니다. (평가 팀 보고서를 위해 “정의 설명”
참조)

재평가

재평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평가의 목적은 자녀가 계속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자녀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집된 정보는 다음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되고
사용됩니다:
• 자녀가 계속해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
• 자녀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필요한가:
1. IEP 에서 수립된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를 달성한다;
2. 적절한 시기에, 일반교육 교과과정에
참여한다.

재평가는 어떤 경우에 수행되어야 합니까?
재평가는 다음의 경우 수행되어야 합니다:
• 교육구가 자녀의 교육적 또는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학부모나 자녀의 교사가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자녀가 프리스쿨 특수교육 서비스에서
학령기 특수교육 서비스로 이동할 때;
• 자녀의 장애 범주를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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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더 이상 장애아동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기 전.
주해: 자녀가 정규 학위를 취득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자녀의 연령이 22 세가 되어 자녀의
자격이 종결되는 경우, 재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재평가는:
• 학부모와 교육구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학부모가 1 년에 한번 이상 요청할 수 없다;
• 학부모와 교육구가 재평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최소한 3 년에 한번
수행되어야 한다.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해 자녀를 재평가 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구는:
• 학부모가 재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 자녀가 계속해서 장애아동인지를 판단하고
자녀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를 비롯해,
재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다;
• 학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한다;
•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거나 학부모가 새로운
평가를 요청한 경우, 학부모의 서면 동의를
얻는다.
교육구가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부모가 응답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고 그러한 기록을 유지한 경우,
교육구는 새로운 테스트 또는 평가를 포함해
재평가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화 연락, 서면 통지 또는 학부모의 가정 방문이
포함됩니다.

재평가에서 어떤 일이 진행됩니까?
재평가 도중 IEP 팀 (학부모를 포함) 및 기타
적격의 전문인은 적절한 때마다 자녀의 사전
평가 정보를 검토하고:
• 자녀의 자격 여부와 서비스에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평가 및
(교육구가 제공하는)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평가 및 정보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또는
• 자녀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교육구는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때 팀에서
2010 년 7 월 1 일

재평가를 위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부모는 더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와 자녀가 계속해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에
부합함을 알려주는 사전 서면 통지를 받게
된다.
IEP 팀 및 기타 적격의 전문인들이 추가 정보가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자녀가 계속해서 장애아동인지 여부
및 자녀의 교육적 필요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부모가 교육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가 교육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독립 교육 평가(IEE) 를 요청한다; 또는
• 교육구와의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갈등 및 우려사항의 해결” 부분
참조)

독립 교육 평가

독립 교육 평가란 무엇입니까?
독립 교육 평가(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IEE)는 자녀의 교육구에 고용되지
않은 적격의 검사관이 수행하는 평가입니다.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학부모는 공공
비용으로 (학부모의 부담 없이) 자녀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공공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부합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학부모가 교육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공공 비용으로 자녀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하면
교육구는 평가 자격, 지리적 제한 및 합리적인
비용 제한적 기준을 포함해 평가에 해당되는
기준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독립
교육 평가에 비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기준을 따르거나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을 알리는 특별한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개별 교육 평가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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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기타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립 교육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시험 및 평가는 교육구에 의한 평가
시행을 결정하는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교육구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자녀의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과 공공 비용에 따른 독립 교육 평가의
수행과 관련된 교육구의 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교육구가 보유한 평가 검사관 명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교육구의 요건에
부합하는 평가 검사관을 자신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는 독립 교육 평가를 몇 번 받을 수
있습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실만 알리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가 받는 독립 교육 평가가 교육구의 독립
교육 평가의 요건에 부합하는 한, 교육구는
평가서를 수령하는 즉시 다음 중 한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독립 교육 평가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는
• 학부모가 선택한 독립 평가 검사관이
교육구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또는
교육구의 평가가 정확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적법 절차 심의 요청을 제기한다.

다른 사람이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학부모가 교육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 담당관이 심의의 일환으로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독립 교육
평가는 반드시 공공 비용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교육구가 수행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공공 비용으로 단 한번의 독립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적법 절차 심의 담당관이 교육구의 평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는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까?

적법 절차 심의 담당관이 교육구의 평가가 정확
또는 적절하다고 판정하더라도, 학부모는 여전히
자신의 경비로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구는 학부모가 교육구의 평가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부모가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거주지 교육구는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 중 한가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 학부모의 자녀를 위해 공공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를 제공한다; 또는
• 교육구의 평가가 정확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 고소를
제기한다.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받는
사실을 교육구에 알리지 않고, 교육구의 평가에

2010 년 7 월 1 일

교육구는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받은 독립 교육
평가를 참작합니까?
학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를
받거나 또는 학부모가 사비로 취득한 평가의
결과를 교육구에게 알려주는 경우, 독립 교육
평가의 결과는:
• 교육구의 요건에 부합하는 한, 자녀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무상 공교육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교육구에 의해
참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 자녀에 관한 적법 절차 심의에서 모든
당사자에 의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IEP 란 무엇입니까?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은 장애아동이 다음 해에 성취해야
할 교육적 목표 및 목적에 대해 약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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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입니다. 이 문서는 또한 IEP 안에 언급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약술합니다.

•

IEP 는 연방 및 주정부 규정에 의해 반드시
학부모를 포함해 자격을 갖춘 자가 배석한
회의에서 개발, 검토 및 수정되어야 합니다.

IEP 회의는 언제 개최되어야 합니까?
IEP 를 개발하기 위한 회의는 반드시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30 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IEP 는 반드시 IEP 회의가 종료된 후 가능한
신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IEP 는 언제 종료되고 발효되어야 합니까?
• 첫 (처음 또는 최초의) IEP 는 반드시 다음
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이내에 개발되어야
한다:
o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역일로
30 일;
o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역일로 90 일; 또는
o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평가 요청을 한 후
역일로 120 일.
• IEP 는 반드시 자녀가 만 3 살이 되는 시점까지
그리고 그 후 매 학년이 시작될 때 발효되어야
한다.

•

•

•

•
IEP 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IEP 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자녀의 장래에 대한 정보;
• 자녀의 현재 학습 및 활동 상태에 관한 정보.
o 이 정보는 자녀의 장애가 일반
교과과정(비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동일한 교과과정)에 참여하고
발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려 줌.
o 프리스쿨 아동(3-5 살)들의 경우, 이
정보는 자녀의 장애가 프리스쿨
아동에게 적합한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려 줌;
• 자녀의 학습량과 활동상태를 비롯하여, 매년
측정 가능한 목표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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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또한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학습 및 활동과 관련된 기준 또는
단기 목표를 수록해야 함:
o 자녀의 장애로 인한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자녀가 일반교육
교과과정에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o 자녀의 장애로 인한 기타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킨다;
다음에 대한 상세설명:
o 연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자녀의
진척도를 측정하는 방법;
o 연간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녀의
진척도를 담은 정기 보고서를 제공하는
시기. 이 보고서는 연 4 회 제공되거나
또는 성적표와 함께 발급되는 기타 정기
보고서가 될 수 있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그리고 자녀에게
제공될 보충 (추가) 지원 및 서비스의 설명,
그리고 프로그램의 변경이나 자녀가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학교인력
지원에 관한 설명:
o 연간 목표의 실현을 위해 전진한다;
o 일반 교과과정에 참여하고 발전하며,
적절한 경우, 교실 밖의 학교 활동에
참여한다;
o 다른 장애 및 비장애 아동과 함께
학습하고 학교 활동에 참여한다.
해당되는 경우, 자녀가 정규 교실 및 기타 학교
활동에 비장애 학생과 함께 참여하지 않을
정도에 관한 설명;
주-전체 및 교육구-전체 평가에 나타난 자녀의
학습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개개의
조정에 관한 진술. IEP 팀이 자녀가 특정, 정규,
주-전체 또는 교육구-전체 학력 검사와 관련해
다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자녀가 정규 테스트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선택된 다른 평가가 자녀를 위해
적절한 이유에 관한 설명.
교육구가 IEP 에 설명된 서비스 및 변경
조치를 시작하기로 계획한 날짜 그리고 해당
서비스 및 변경 조치가 필요한 장소, 빈도 및
기간 (“정의 설명” 항목에서 변경 조치 참조);
주정부 법에 의해, 자녀가 성년(오하이오주의
경우 18 세)에 이르기 최소 1 년 전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18 세가 되면 본인에게
이전되는 IDEA (장애자 교육 개선법)하의
권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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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 팀이 IEP 를 개발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IEP 팀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의 강점;
• 자녀의 교육 향상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사항;
• 학생의 첫 번째 또는 가장 최근 평가 결과;
• 주-전체 또는 교육구-전체 평가에서 학생이
성취한 결과;
• 자녀가 적절하게 학습, 발전 및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항.

IEP 팀이 고려하는 다른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IEP 팀은 또한 반드시 다음의 특별 요소를
검토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 자녀가 프리스쿨 특수교육 서비스(35 살)에서 학령기 특수교육 서비스(621 살)로 진학 또는 이동;
• 14 세 (또는 IEP 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좀더 어린 연령)부터 시작하여,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성인 사회로 진학하는데
필요할 서비스에 대한 진술. 14 세의 진학
진술서는 자녀의 학습 과정(고등 과정 또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에 중점을 둠.
진술서는 매년 갱신되어야 함;
• 16 세부터 시작되어 매년 갱신되는 진술서의
내용:
o 자녀의 취업 및 적절한 경우 졸업 후
독립적 생활을 준비시켜 줄 훈련 및 교육
관련 평가에 근거한 자녀를 위한 적절한
목표;
o 자녀가 상기 목표를 성취하도록
보조하는데 필요한 진학 서비스 (학습
과정을 포함);
• 자녀의 행동이 자신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 모범적인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 및 그러한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기타 전략;
• 자녀의 개별적인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체육
프로그램;
• 자녀에게 필요한 연장학기 서비스(전통적인
180 일 학년을 초과해 제공하는 서비스);
• 자녀에게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점자
교육에 대한 필요성;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을 포함하는
자녀의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성. 자녀가
귀머거리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IEP
팀은 자녀의 언어 및 의사소통 필요에 대해
고려해야 함. IEP 팀은 반드시 자녀가 어떤
기회를 통해 자신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식,
2010 년 7 월 1 일

•

•

학력 수준 및 전반적인 어려움에 대해 급우,
교사 및 치료사와 직접 의논할 수 있을지
고려를 해야 함. 여기에는 자녀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되는 일 대 일 학습
지도의 기회가 포함됨;
자녀의 영어 사용 능력이 제한된
경우(자녀에게 "LEP: 제한된 영어 사용 능력"
문제가 있음), IEP 에 근거한 자녀의 언어
관련 필요;
자녀의 보조 기술 장비 및 서비스 관련 필요.

IEP 회의를 위한 준비 사항은 무엇입니까?
IEP 회의는 다음 사항에 따라 교육구가
준비합니다:
• 학부모의 참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
및/또는 자녀는 회의에 대한 통보를 충분히
일찍 받는다.
• 회의일정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결정된다.
• 회의 통지서에는 회의 목적, 시간 및 장소를
그리고 참석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학부모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교육구는 개인
전화 또는 컨퍼런스 전화 등 학부모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교육구가 학부모의 참석을 설득하지 못한
경우 학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교육구는 학부모와의 접촉 시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교육구는 IEP 팀 회의에서 일어나는 일을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하며, 여기에는 학부모가 청각 장애가 있거나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사를
준비하는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 교육구는 IEP 회의가 종료된 후 30 일 이내에
완료된 IEP 의 사본을 학부모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IEP 에 포함될 사항에 대해 교육구와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IEP 에 포함될 사항에 대해 교육구와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개 IEP 촉진 조치”를 요청한다;
• 중재를 요청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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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참여한다.
(“갈등 및 우려사항의 해결” 항목 참조)

IEP 팀에 소속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육구는 각 자녀를 위한 IEP 팀에 다음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 학부모;
• 자녀 (적절한 경우 언제나);
• 최소한 한 명의 자녀 정규 교육 교사 (자녀가
정규 교육 환경에 참여하고 있거나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경우);
• 최소한 한 명의 특수교육 교사 또는 적절한
경우 최소한 한 명의 자녀 특수교육 제공자
(예를 들면, 작업 치료사, 구술-언어 병리학자);
• 장애 아동의 개별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특별히 계획된 교육을 제공하거나 감독할
자격이 있는 교육구의 대표자. 교육구의
대표자는 일반 교과과정 및 교육구의 자원
이용 가능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함;
• 평가 결과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은 상기 설명한 팀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일 수 있음;
• 학부모나 교육구의 재량에 따라, 적절한 경우,
관련 서비스 요원을 포함해 자녀에 관한 지식
또는 특별한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
• 회의 목적이 자녀의 졸업 후 목표에 대해
그리고 자녀가 그러한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진학 서비스에 대한 것일
경우, 교육구는 반드시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자녀의 IEP 팀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해야
한다;
• 학부모 또는 18 세 연령에 이른 학생의 동의와
함께, 교육구는 적절한 수준으로 진학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참여 기관의 대표자를 초대해야 한다.

IEP 팀의 일원이 IEP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몇 명의 IEP 팀의 일원이
IEP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까?
• 학부모와 교육구가 서면상으로 일원의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동의하는 경우, IEP
팀의 일원은 IEP 회의의 어떤 부분에도
참석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유일한 이유는 해당 일원의 교과과정 분야
(과목 분야) 또는 관련 서비스가 회의에서
변경되거나 논의되지 않기 때문임.
2010 년 7 월 1 일

•

•

다음의 조건 하에서, IEP 팀의 일원은
회의에서 본인의 교과과정 분야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변경 또는 논의가 진행될 때
IEP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1. 일원의 참석이 면제되도록 학부모와
교육구가 각각 서면상으로 동의한다;
2. IEP 팀의 일원이 회의 전에 IEP 의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의견은 반드시 학부모와 IEP 팀 모두의
경우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 자녀가 IDEA-파트 C (출생에서
2 살까지 아동)하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부드러운 진학
서비스를 도울 수 있도록 IEP 회의에 파트 C
서비스 코디네이터 또는 기타 파트 C
시스템의 대표가 초대되어야 한다.

IEP 및 관련된 IEP 회의에 대해 얼마나 많은
변경이 처리될 수 있습니까?
IEP 에 대한 변경 및 해당 변경을 위한 회의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학년 동안 연례 IEP 팀 회의 후 자녀의 IEP 를
변경할 때, 학부모와 교육구는 그러한 변경을
위해 IEP 팀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동의할
수 있다. 그 대신, 학부모와 교육구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변경에 대한 서면
작성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 교육구는 반드시 자녀의 IEP 팀에게
해당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 가능한 한도 내에서, 교육구는 자녀를 위한
재평가 회의와 기타 종류의 IEP 팀 회의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일단 IEP 팀이나 학부모와 교육구에 의해서
IEP 의 변경에 동의를 하게 되면, 해당 변경
사항은 다음 3 가지 방법으로 IEP 의 일부가
될 수 있다:
o 원래의 IEP 문서에 동의된 변경 사항을
추가로 기입한다;
o 원래의 IEP 문서에 새로이 작성된 변경
사항이 첨부된다; 또는
o 변경 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IEP 가
작성될 수 있다.
학부모의 요청 시, 교육구는 이 세 번째 옵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개정된 모든 IEP 의
버전을 개정 후 30 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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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와 학부모가 만날 필요가 있을 때, 직접
만나야 합니까?
아닙니다. 학부모와 교육구는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비디오 컨퍼런스 및 전화 컨퍼런스를 갖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상의할 수 있습니다:
• 평가;
• 자녀가 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 IEP:
• 교육적 배치 (자녀가 학습하게 될 장소);
• 중재 및 해결 세션과 같은 절차적 보호 조치;
• IDEA(장애자 교육 개선법)의 절차적 보호
조치(예를 들어, 일정, 증인 목록 교환 및
진행상황 심리)에 의한 행정적 문제의 실행.

IEP 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IEP 회의의 참가자는 다음 활동을 순서대로
완료해야 합니다:
1 단계: 장래 계획을 논의합니다.
모든 사람은 장래에 대한 꿈이 있으며, 이 꿈에
따라 행동, 사고 및 계획이 달라집니다. 언어에
꿈을 심어주는 일은 장애 아동을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IEP 팀은 자녀의 선호 사항
및 관심사를 비롯해 자녀를 위한 가족의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상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직업 진로, 주거 환경, 특별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2 단계: 현재의 학업 성취 및 일상적 생활 능력
수준에 대해 논의합니다.
IEP 팀은 자녀의 현재의 학업 성취 및 일상적
생활 능력을 포함해 자녀에 관한 관련 정보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자녀가 현재
IEP 에서 보이는 발전, 평가 팀 보고서, 자녀와
함께 작업하는 교사 및 학교 직원들의 의견,
그리고 적절한 경우, 학부모 및 자녀 자신의
의견을 포함합니다. 이 정보는 자녀의 강점과
필요를 포함해 자녀에 대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3 단계: 학업 및 생활 능력 목표, 측정 가능한
기준 또는 단기 목표 등을 포함한 연간 목표를
확인합니다.
IEP 팀은 학업 및 생활-능력 목표와 함께
상응하는 평가 절차를 갖춘 기준 또는 단기
목표를 포함해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를 개발할
2010 년 7 월 1 일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자녀가 일반교육
교과과정에 참여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팀은 자녀의 필요에
부합하기 위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결정합니다.
4 단계: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IEP 팀은 교육구가 자녀에게 제공 할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종류, 빈도 및 제공자를
결정합니다. IEP 에서 본 단계는 적절성에 따라
편의 시설, 조정, 보조 기술 장비 및 서비스,
그리고 학교 직원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술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IEP 에
열거된 지원 및 서비스는 실제로 어떤 종류의
지원 및 서비스가 장애 아동들이 일반 교과과정
및 기타 교실 밖의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보여주는 과학적
연구조사에 근거해야 합니다.
5 단계: 최소한의 제한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에 대해 결정한다.
법은 자녀의 학습 장소가 우선 정규 교실 또는
일반교육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IEP 팀이
자녀가 서비스를 받는데 다른 장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팀은 자녀가 일반교육 환경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자녀의 환경 및
활동이 비장애 아동의 환경 및 활동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려 줄 것입니다.

자녀의 IEP 는 어떻게 검토 및/또는 수정됩니까?
IEP 팀은 자녀의 IEP 를 정기적으로 (최소한
1 년에 한번) 검토해 자녀가 연간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IEP 팀은 다음의 경우 IEP 를 개정해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연간 목표 및 일반
교과과정에서의 예상된 발전의 부족;
• 재평가 결과;
• 학부모에게 또는 학부모에 의해 제공된
자녀에 관한 정보;
• 자녀에게 예상된 필요; 또는
• 발생하는 모든 다른 문제.

자녀가 성년(오하이오주의 경우 18 세)에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가 18 세에 이르기 최소한 1 년 전에, 자녀의
IEP 는 반드시 모든 권리가 학부모로부터 18 세
연령의 자녀에게 이전될 것이라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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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알려 주었다는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연장학기서비스

연장학기(Extended School Year, ESY)
서비스란 무엇인가?
연장학기(ESY) 서비스는 장애아동이 정상적인
180 일 학년을 초과해 제공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입니다.
연장학기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 교육구의 정상적인 학년 기간을
초과한다;
• 자녀의 IEP 에 열거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일부이다;
•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이 없다; 그리고
• 오하이오주 교육부의 연장학기서비스에
대한 요건에 부합한다.

교육구는 언제 자녀에게 연장학기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교육구는 자녀의 IEP 팀이 자녀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연장학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반드시
자녀에게 연장학기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IEP 팀은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녀가 상당한 능력의 손실을 겪거나
또는 상당한 지식의 손실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장학기서비스가
필요한가?
• 그러한 능력 또는 지식의 손실이 자녀의
교육 목표를 향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가?
• 자녀가 충분히 회복할 수 없는 능력 또는
지식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연장학기서비스가 필요한가?
연장학기서비스는 자녀의 정규 학년 서비스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IEP 팀이 결정할 것입니다.
연장학기서비스는 매년 자동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전학

2010 년 7 월 1 일

자녀가 교육구를 이동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교육구를 이동할 때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하이오주 내에서의 전학:
장애아동(오하이오주 내 이전 교육구에서 발효
중인 IEP 를 갖고 있음)의 경우에는 오하이오주
내 새로운 거주지 교육구로 전학하거나 같은
학년 내에 새로운 학교에 등록합니다.
새로운 거주지 교육구는 다음 중 한가지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학부모와의 상의 하에 자녀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 (이전 교육구에서
자녀에게 제공한 IEP 에 설명된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포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전 교육구로부터의 자녀의 IEP 를
채택한다; 또는
• 연방 및 주정부 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IEP 를 개발하고 시행한다. 새로운
교육구가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그 평가는
재평가로 간주된다.

타 주에서 오하이오주로 전학:
장애아동이 다른 주에서 발효 중인 IEP 를 갖고
있었던 경우,:
• 오하이오주 내 거주지 교육구로 전학한다;
• 같은 학년 내에 새로운 학교에 등록한다:
새로운 거주지 교육구는 다음 중 한가지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학부모와의 상의 하에 자녀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이전 교육구에서 자녀에게
제공한 IEP 에 설명된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포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평가를 수행한다;
• 필요한 경우, 연방 및 주정부 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IEP 를 개발하고 시행한다.
새로운 교육구가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그
평가는 최초의 평가로 간주된다.

이전 교육구에서 새 교육구로 보내는 기록의
발송 (이전):
자녀의 학교 변경을 보조하기 위해:
• 자녀가 등록하는 새로운 학교는 합리적인
단계를 밟아 자녀의 이전 학교로부터 기록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 자녀가 등록했던 이전 학교는 합리적인 단계를
밟아 새 학교에서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 이전될 기록은 IEP 및 뒷받침하는 문서 그리고
자녀에게 특수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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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데 필요한 기타 다른 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학부모가 이전 교육구에서 미납 수수료가 있는
경우, 교육구는 수수료가 지불될 때까지 자녀의
성적 및 학점 발송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교육구는 현재의 평가 및 IEP 를
포함하는 자녀의 특수교육 기록 발송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가 새로운
교육구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동일한 학년 동안 한 교육구에서 다른
교육구로 전학하는 경우, 학부모는 자녀가 옛
교육구에서 의심되는 장애에 대해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그 평가가 계속되기 원한다고 새
교육구에 알려야 합니다.
새 교육구는 그 평가를 계속하든지 아니면
학부모에게 장애가 의심되지 않으며 검사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전 서면 통지를 하게
됩니다.
학부모가 새로운 교육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와 갈등 해결 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갈등 및 우려사항의 해결” 항목 참조)

진학
“진학” 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학은 서비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된 활동의
과정입니다. 자녀의 교육 경력 중 최소한 3 번의
진학이 발생합니다:
• 자녀가 조기 개입 서비스(Early Intervention
Service)(출생에서 2 살까지)에서 프리스쿨
특수교육 서비스(3-5 살)로 이동할 때;
• 자녀가 프리스쿨 특수교육 서비스에서
학령기 특수교육 서비스(6-21 살)로 이동할
때;
• 자녀가 학령기 특수교육 서비스에서
커뮤니티 생활(22 살 이상)로 이동할 때.
(“정의 설명” 항목의 진학 서비스 참조)
("정의 설명" 항목에서 진학 서비스 참조.)

조기 개입 서비스에서 프리스쿨 특수교육
서비스로의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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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조기 개입 서비스(출생에서 2 살까지
아동에게 제공)를 받고 있으며 누군가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프리스쿨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에 부합한다고 의심하는 경우,
다음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자녀의 3 살 생일로부터 120 일 전에, 자녀의
조기 개입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학부모와 면담
일정을 잡고 프리스쿨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상의를 해야 한다. 프리스쿨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구와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 학부모가 교육구와 자녀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동의할 경우, 학부모 및 다른 회의 참여자(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 및 교육구 직원)는 자녀의
기록을 살펴보고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교육구는 다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 및 학부모가 해당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알려 준다;
• 프리스쿨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 자녀를 평가하기 위한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다;
• 평가를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 자녀에 대한 평가를 계획한다.
최초 (첫번째) 평가는 반드시 학부모가 교육구에
평가에 대한 동의를 제공한 날짜로부터 역일로
60 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하며, 최초의 IEP 는
반드시 학부모가 교육구에 평가에 대한 동의를
제공한 날짜로부터 90 일 후에 완성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프리스쿨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반드시 자녀의 3 살 생일까지
IEP 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프리스쿨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평가가 완료된 후, IEP 팀이 자녀에게
프리스쿨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 교육구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에게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지역사회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또한 학부모에게 중재 또는
적법 절차 고소 및 심의 요청을 통해 IEP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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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사전 서면 통지를 보낼 것입니다. (“갈등 또는
우려사항의 해결 방법” 항목 참조)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녀가 정규 교실 수업에서 약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해당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중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자녀의 책상을
교실의 앞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리스쿨 특수교육 서비스에서 학령기 특수교육
서비스로의 이동.
자녀가 프리스쿨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6 살에 접근하면, IEP 팀은 다음을 포함하는
재평가를 수행합니다:
• 알맞은 학령기 교육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
•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현재의 정보 검토;
• 자녀가 일반 교과과정에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교육 전략 추천.
IEP 팀이 자녀에게 학령기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IEP 팀은 다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현재의 평가 자료(1 년이 지나지 않은
정보)를 검토한다;
• 학령기 특수교육 규칙에 따라 어떤 추가적
평가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 결정하고
추천한다;
• IEP 를 개발한다.
새로운 평가가 완료된 후, IEP 팀이 자녀에게
학령기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 교육구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에게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지역사회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또한 학부모에게 중재 또는
적법 절차 고소 및 심의 요청을 통해 IEP 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사전 서면 통지를 보낼 것입니다. (“갈등 또는
우려사항의 해결 방법” 항목 참조)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녀가 정규 교실 수업에서 약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해당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중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자녀의 책상을
교실의 앞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10 년 7 월 1 일

학령기 특수교육 서비스에서 커뮤니티 생활로의
이동.
자녀가 14 살(IEP 팀이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어린 연령)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IEP 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자녀의 학습 과정(고등 과정 또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에 중점을 둔 진학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정보.
자녀가 16 살(IEP 팀이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더 어린 연령)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IEP 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자녀의 취업 그리고 적절한 경우 졸업 후
독립적 생활을 준비시켜 줄 훈련 및 교육
관련 검사와 평가에 근거한 자녀를 위한
적절한 목표;
• 자녀가 상기 목표를 성취하도록 보조하는데
필요한 진학 서비스 (학습 과정을 포함).
진학 활동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교육;
• 관련 서비스;
• 커뮤니티 경험;
• 방과후 취업 및 기타 생활 측면을 위한 목표
개발;
• 적절한 경우, 일상 생활 능력의 습득 및
자녀의 학업 특성 및 훈련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과정인 기능적 직업 평가. ("정의
설명" 항목 참조.)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22 세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정규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거나 또는 22 세에 이르면, 교육구는 더 이상
자녀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정규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거나
또는 22 세에 이르는 것은 배치(즉, 자녀의
소재지의 변화)의 변화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교육구는:
• 학부모 또는 자녀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주어야 한다;
• 자녀에게 학업 성취 및 기능적 성과에 대한
개요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개요는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의 목표 및 IEP 에 포함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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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는 용어는
수료증 또는 고교 학력 인정(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GED) 등 오하이오주 학업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학위는 제외됩니다.
Ohio 주의 GED 는 오하이오주 학업 내용 기준에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GED 를
수여 받은 장애 자녀는 학교로 돌아와 22 세 생일
전까지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록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학부모는 다음 기관들에 의해 수집, 유지되고
또는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교육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 교육구; 또는
• 기타 모든 참여 기관 또는 공공 단체 (이
항목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칭함)
(“참여 기관”은 IDEA-파트 B 하에서, 개인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거나
또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 기관
또는 공공 단체를 의미함. 파트 B 는 3-21 살
연령의 장애 아동에게 적용.)
이 기록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고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녀와 관련된
교육기록 그리고 자녀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무상
공교육의 조항과 관련된 모든 교육 기록을
포함합니다.

교육 기록을 열람하려 학부모의 요청에 대해
교육구나 서비스 기관은 언제 동의해야 합니까?
교육구나 서비스 기관은 반드시 자녀의 교육
기록을 열람하려는 학부모의 요청에 동의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신속히;
• IEP 또는 적법 절차 심의에 관한 회의나
문제해결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 학부모가 요청을 한 후 45 일 이내 반드시.

자녀의 교육 기록과 관련해 학부모의 구체적인
권리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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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부모는 자녀의 기록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요청에 대해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부모는 대리인을 시켜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다;
학부모는 교육 기록의 사본이 없어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수 없을 경우 (예를
들면, 학교로부터 멀리 거주하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교육
기록의 사본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구는 연방규정 제 34 장 99 절-가족 교육의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에 의거하여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정보공개를 허락하지 않은
한, 반드시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의 관리 외의
당사자에게 자녀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시점에, 학부모의 동의 또는 18 세 연령에
이른 적격 아동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진학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기관의 관리에게 개인
정보를 공개하기 전;
• 자녀가 거주지 교육구내에 소재하지 않은
비공립 학교에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등록할
예정인 경우, 비공립 학교가 소재한 교육구의
관리와 거주지 교육구의 관리 간에 자녀의
기록에서 개인 정보가 전달되기 전에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거주지 교육구 또는
비공립 학교가 소재한 교육구가 해당 비공립
학교와 개인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도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자녀의 이름, 학부모 이름 또는 다른 가족
일원의 이름;
• 자녀의 주소;
• 사회 보장 번호 또는 학생 번호 등 개인 확인
정보;
• 자녀의 개인적 특징 또는 누군가가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자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정보.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은 보호자, 별거, 이혼
등과 같이 오하이오주 법에 의거 학부모에게
권한이 없다고 통지를 받지 않는 한, 학부모가
자녀의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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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록이 한 명 이상의 아동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경우, 학부모는 자녀에 관한 정보 만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 또는 해당 특정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은 반드시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에 의해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되는 교육 기록의 종류 및
소재지 명부를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 기록을 보호함에 있어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의 전반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은 자녀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파기하면서, 반드시 개인 정보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에서 한 명의 관리가
해당 정보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책임을 담당해야
합니다.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은 또한 반드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모든 직원에게
주정부 정책 및 절차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각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은 반드시
공개 감사를 위해 학생의 개인 정보를 접속할 수
있는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의 현재 직원 이름
및 직책 명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은 반드시 교육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학부모 및
허가 받은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 직원 제외)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반드시 당사자의
이름, 교육 기록을 열람하도록 허가 받은 날짜,
교육 기록을 열람하도록 허가 받은 목적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 기록 또는 정보의 파기와 관련된 학부모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은 자녀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자녀의 개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은 학부모에게 해당
통지를 한 후 자녀의 개인 정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은
학부모의 요청 시 반드시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은
2010 년 7 월 1 일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학년, 출석 기록,
참석한 과목, 완료한 학년 수준 및 완료한 해에
관한 기록을 시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기록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의 교육 기록 중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녀의 권리를 위반하는 정보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학부모는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에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은
반드시 학부모의 요청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정보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록 심의란 무엇입니까?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이 학부모가 요청한
정보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은 반드시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또한 학부모에게 기록 심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기록 심의는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 기록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자녀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위반한다고
믿는 경우,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록 심의가 끝난 후,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은
학부모와 동의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를 변경하고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은
반드시 학부모가 교육 기록에 진술서를 추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해당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및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수록합니다.
이 진술서는 자녀의 교육 기록에 추가되며,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은 반드시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기록 또는 기록의 일부가
보관되는 한, 이 진술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자녀의 기록 또는
기록의 일부를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의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Page 28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학부모님을 위한 2004 년 장애자 교육 개선법 (IDEA) 안내서 (Korean)

자녀의 교육 기록을 검토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은 정보의 검색 또는
제공에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수수료 때문에 자녀의 기록을 조사,
검토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기록의 사본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면
교육구는 자녀가 받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모든 의뢰 사항을 자녀의 교육 기록에서
삭제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교육구는 동의를 철회했다고 하여
자녀가 받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의뢰 사항을 삭제하여 자녀의 기록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는
어느 시점에 자녀에게 이전됩니까?
자녀의 연령이 18 세가 되면, 교육구는 교육
기록에 관한 모든 권리가 학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전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주법에
의해 자녀가 무능력자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신을
돌볼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함.) 학부모와
자녀는 모든 권리의 이전에 대해 반드시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구가 장애아동을 위해 법정이 법적
보호자를 지정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자녀가
주정부의 피보호자가 아니라면 교육구는 자녀가
22 세가 될 때까지 해당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적
이익을 대표하도록 지정할 것입니다.
주해: 심지어 학부모의 권리가 자녀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교육구는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동일한 절차적 보호 통지를 학부모에게
전할 것입니다. 이 통지에는 본 안내서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 의 사본; 사전
서면 통지; 자녀와 관련된 적법 절차 고소 통지
등을 포함합니다.

갈등 및 우려사항의 해결 방법

자녀의 교육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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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 교육부는 IDEA 및 관련 연방 규정,
주정부 법, 주정부 규칙 등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장애 아동들이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이 의미하는 것은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이 가능할 때마다 자녀를 정규
교실 또는 일반교육 환경에서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학부모는 먼저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 교육구를
찾아야 합니다. 우려사항에 대해 자녀의 교사,
학교의 교장 및 특수교육 책임 담당직원과
상의하십시오.
다음은 학부모를 보조할 수 있는 기타
단체들입니다:
• 오하이오주 지원팀(Ohio’s State Support
Teams, SSTs)
학부모의 지역 교육구는 가장 인근에 소재한
SST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는 education.ohio.gov로 가 SST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십시오.
• 오하이오주 장애 아동 교육 연맹(The Ohio
Coalition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OCECD)
Bank One Building
PD 165
Marion, OH 43302-3741
(800) 374-2806
• 오하이오주 법적 권리 서비스(Ohio Legal
Rights Service, OLRS)
50 W. Broad Street, Suite 1400
Columbus, OH 43215-5923
(800) 282-9181 또는 (614) 466-7264
• 오하이오 교육부(Ohio Department of
Education)
특수 아동 전담실(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절차적 보호 부서(Procedural Safeguards
Section)
25 South Front St., Mail Stop 202
Columbus, Ohio 43215-4183
전화 (614) 466-2650
ODE 무료 전화: (877) 644-6338
팩스: (614) 728-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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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과 수령에
대해 교육구와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교사, 교장 또는 기타 교육구 직원과
대화를 함으로써 다수의 이견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구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 또는 주정부 법이 확립한
"분쟁 해결" 절차가 있습니다. 다음 목록은 해당
절차이며, 각 절차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 행정적 검토
• 중재
• (IEP 촉진
• 주정부 고소 절차
• 공정 적법 절차 심의;
• 적법 절차 심의 전에 해결 회의 촉진
•
먼저 학부모가 행정적 검토 (학교 직원 또는 해당
교육구교육장과의 논의) 과정에서 교육구 직원과
우려사항을 상의하여 교육구 수준에서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직접 중재, IEP 촉진, 주정부
고소, 공정 적법 절차 심의 또는 해결 회의 촉진
등 주정부 분쟁 해결 절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구 또한 이러한 지역 및 주정부
차원의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 또는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고소를 함으로써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함으로써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
• 어떤 당사자(학부모 및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 포함)도 정식 서면 고소를 할 수 있다.
• 어떤 당사자도 IDEA 법이나 규정 또는
오하이오주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 어떤 당사자도 특정 아동이 IDEA 법이나 규정
또는 오하이오주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 및 수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 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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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특수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적법 절차 심의:
• 학부모 또는 공공 기관이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학부모 또는 공공 기관(교육구 포함)은 IDEA
법 또는 오하이오주 특수교육법 하에서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 어떤 당사자도 특정 아동이 IDEA 법 또는
오하이오주 특수교육법 하에서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 또는 수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한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아동들과 관련된
특수교육 시스템 관행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 공공 기관은 특정 자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아동들과 관련된 특수교육
시스템 관행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적 검토
학부모는 교육감에게 자녀의 평가 및 배치
그리고 자녀가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수령하는
문제와 관련해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에는 다음 과정이 포함됩니다:
•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받은 후 20 일 이내에:
교육감(또는 교육감이 임명한 다른 사람)은
1) 가능한 한 신속히 검토를 수행한다; 2)
행정 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모든
당사자들에게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검토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편리한 시간에
수행된다.
• 교육감은 반드시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행정 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행정적 검토에서 모든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학부모와 교육구는 변호사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이 행정적 검토에 참여하도록 초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중재

중재란 무엇입니까?
중재는 두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과정입니다. 중재가 있으려면, 두
당사자들은 반드시 우려사항의 결산 또는 해결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중재 절차는 중재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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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훈련된 중립의 제 3 자에 의해 인도되며,
중재자는 당사자들이 우려사항을 표현하고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점에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중재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
•
•
•
•

•

외부인 대신 학부모와 교육구 지도자들이
함께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
당사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결과를 관리한다.
당사자들 모두가 수긍한 합의는 당사자들
모두의 만족을 초래한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다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재는 적법 절차 심의 또는 법정 절차를
통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적고, 분쟁이 더욱
신속히 해결된다.
흔히 중재를 통해 서면 합의에 도달했을 때,
당사자들이 합의 사항을 지킬 가능성이 더
많다.

중재는 언제 가능합니까?
중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해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나. 학부모는 정식 서면 소송
제기가 없이 그리고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당장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학부모가 정식 서면 소송이나 적법 절차 심의
요청을 제기할 때. 특수 아동 전담실(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은 당사자 모두에게
중재를 제공한다.
• 중재는 어느 당사자에게도 부담 경비가 없이
제공된다. 오하이오주 교육부가 회의 비용 및
중재자의 시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해 중재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고용하기로 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개인적인 경비를 부담한다.
• 일단 당사자들 모두가 중재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면, 특수 아동 전담실은 당사자들에게
중재자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 일단 중재자가 선택되면, 중재자는 양측에
연락을 취해 중재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준비한다.

학부모가 중재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2010 년 7 월 1 일

중재에 대한 다음 요점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사자 모두에게 있어서 중재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이다.
• 중재는 학부모의 적법 절차 심의에 대한 권리
또는 IDEA 하에서의 다른 모든 권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당사자들이 중재 과정 동안 갖는 논의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적법 절차 심의
또는 중재 이후에 따를 수 있는 법정 조치에
사용될 수 없다.
• 중재 과정의 어느 부분도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없다.
• 오하이오주 교육부 특수아동 전담부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정통한 적격의 중재자 명부를
관리하고 있다.
• 중재자는 교육이나 아동 관리에 관련된
오하이오주 교육부 또는 교육구의 고용인이
아닐 수 있다.
• 중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지 서비스
기관이 중재자의 역할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교육구 또는 오하이오주
교육부의 고용인이 아니다.
• 학부모와 교육구는 반드시 중재자 선택에
관여해야 하고 반드시 선택에 동의를 해야
한다.
• 중재자는 절대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에 대한
호의를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 중재자는 중재 세션에 관련된 앞으로의
활동에 증인으로 소환될 수 없다.
• 중재 과정의 각 세션은 지체 없이 일정이
잡혀야 하며 모든 당사자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 의견의 불일치에 관련된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은 자원을 약속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보내야 한다.
• 학부모와 교육구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결방안을
약술하고 각자가 합의한 해당 약속을
지키도록 구속하는 법적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반드시 회의가 끝날 때
서명된 중재 합의서의 사본을 받아야 한다.
•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교육구와 학부모는
모든 합의 조항을 실행하게 된다.
• 중재 합의가 자녀의 IEP 내용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합의 서명이 끝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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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일 이내에 또는 중재에서 합의된 기간
안에 IEP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했거나 또는
정식 서면 고소를 제기했고 그 후 중재 동안
모든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
학부모는 반드시 학부모의 적법 절차 심의
요청 또는 고소 조사를 위한 요청을 철회해야
한다.

중재 합의서는 양측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의견의 불일치가 중재 과정을 통해 조정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 사항을 약술하는 서면
증서를 작성합니다. 합의 사항이 위반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또한:
• 중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논의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적법 절차 심의 또는 중재
이후에 따를 수 있는 법정 조치에 사용될 수
없는 점을 언급한다.
• 학부모 및 서비스 기관의 공약권한이 있는
서비스 기관의 대표자 양측 모두에 의해
서명된다;
• 미국 내 모든 적절한 법정에서 집행될 수
있다.
주해: 교육구는 중재 과정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부모 및 학교에게 갈등을 조정하는
다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학부모와 학교에게 오하이오주의 학부모 연수 및
정보 센터 또는 다른 적절한 단체와 계약을 맺은
중립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갈등 또는 우려사항의 해결 방법”
항목 참조) 이 사람은 중재 과정의 이점을
설명하고 학부모가 중재를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교육부는 이러한 회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학부모가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육구는 학부모의 적법
절차 심의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중재를 위해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학부모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 교육구가 책임을
진다고 중재 합의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한,
변호사 수수료 지불에 대한 책임은 학부모에게
있습니다.

2010 년 7 월 1 일

중재를 요청하거나 또는 중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재를 요청하려면 다음에 연락하십시오:
오하이오주 교육부(Ohio Department of
Education)
특수아동 전담실(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절차적 보호 부서(Procedural Safeguards
Section)

25 South Front St., Mail Stop 202
Columbus, Ohio 43215-4183
전화 (614) 466-2650
ODE 무료 전화: (877) 644-6338
팩스: (614) 728-1097

IEP (개별 교육 프로그램) 촉진
IEP 촉진이란 무엇입니까?
IEP 의 개발에 전문 훈련을 받은 중립적인
특수교육 중재자가 IEP 팀 일원이 IEP 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IEP 촉진이라고 합니다.
“촉진자”는 팀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개시하고, 토론을 인도하며, 팀의 이견을
조정하도록 도와줍니다. 촉진자는 의사 결정을
하지 않지만, 팀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의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IEP 촉진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IEP 촉진을 요청하려면, 다음에 연락하십시오:
오하이오주 교육부(Ohio Department of
Education)
특수 아동 전담실(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절차적 보호 부서(Procedural Safeguards
Section)

25 South Front Street
Mail Stop 202
Columbus, OH 43215-4183
전화: (614) 466-2650
무료 전화: (877) 644-6338
IEP 촉진이 가능 하려면, 교육구와 학부모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특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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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실은 교육구가 IEP 촉진에 관심이 있는지
학부모가 교육구에 연락해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고소 절차
학부모는 전화, 편지,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해
특수 아동 전담실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고소 절차;
• 규칙 및 규정 사본;
• 특정 문제에 관한 상세한 정보; 또는
• 교육구, 서비스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적격의
담당자를 찾아주는 안내
일반 문의로 불리는 이러한 일반적 정보는
고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는오하이오주 교육부에 장애 자녀의 공공
교육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교육부(Ohio Department of
Education)
특수 아동 전담실(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절차적 보호 부서(Procedural Safeguards
Section)

25 South Front Street
Mail Stop 202
Columbus, OH 43215-4183
전화: (614) 466-2650
무료 전화: (877) 644-6338.
고소 절차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소 절차는IDEA와 오하이오주의 운영 규범 및
법규의 위반에 대한 개선책을 제공합니다. 이
절차는 학부모 또는 교육구 모두에 비용 부담
없이 고소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합니다. 고소
절차는 또한 적법 절차 심의 보다 논쟁의 여지가
적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 고소 절차에 대한 권한을 제공하는 연방
규정은 무엇입니까?
주정부 기관의 고소 절차에 대한 권한은 연방
규정(미국 연방 규정 (C.F.R.) 제34편 §300.151§300.153 주정부 고소 절차 채택 )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

2010 년 7 월 1 일

고소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제기합니까?
서면 고소에는 반드시 불만 당사자의 원본
서명(복사 또는 스탬프 안됨)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다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Ohio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Procedural Safeguards Section
25 South Front Street
Mail Stop 202
Columbus, OH 43215-4183
전화: (614) 466-2650
무료 전화: 1-877-644-6338;
오하이오주 교육부는 다음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팩스로 보낸 고소장;
• 이메일로 보낸 고소장; 또는
• 익명의 고소장

학부모의 고소를 교육구로 발송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연방 규정 34 C.F.R. §300.153(c)에
따르면, 고소를 제기하는 당사자(고소인이라고
부름)는 반드시 고소장의 사본을 고소 대상인
교육구의 교육감에게 보내야 합니다.

학부모의 고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고소는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공공 교육구가 특수교육에 적용되는 연방
및/또는 주정부 법 및/또는 규정의 요건을
위반했다는 진술서;
• 학부모 고소의 근거가 되는 사실. (“사실”은
일어난 실제 사건 또는 발생이라고 정의됨.
사실은 문제에 대한 설명 및 문제가 발생한
날짜를 포함함);
• 고소인의 원본 서명 및 연락처 정보;
• 문제를 위해 제안된 해결책. 학부모가 제안한
해결책이 고려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함.
하지만, 고소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오하이오주 교육부 (ODE) 특수 아동
전담실에서 결정함;
• 특정 아동 또는 아동 집단의 사례에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도 포함:
1. 고소에 관련된 아동 또는 아동들의 이름;
2. 아동의 주소;
3. 고소인의 주소 (아동의 주소와 다른
경우);
4. 노숙 아동 또는 청년의 경우, 아동(아동이
McKinney-Vento 노숙자 지원 법령(42
U.S.C. 11434a(2)의 연방 725(2)절에
Page 33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학부모님을 위한 2004 년 장애자 교육 개선법 (IDEA) 안내서 (Korean)

•
•

명시된 노숙 아동에 대한 정의에 부합할
때)의 가능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
5. 아동이 출석하는 학교의 이름;
고소는 반드시 고소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에 대해 제기되어야
함;
고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고소를
제기하는 당시에 오하이오주 교육부로
고소장 사본을 고소 대상 교육구에 전달해야
함.

충분이란 무엇입니까?
고소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에 “학부모의 고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다음에 열거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부모의 고소가
이러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오하이오주 교육부는 학부모의 고소 전체 또는
일부가 "불충분"하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의 전체 고소가 불충분하다고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의 전체 고소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고소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학부모에게 전체 고소에 대해 조사가 수행되지
않는 이유 설명과 함께 "불충분성 편지"가
발송됩니다. 이 편지는 특수 아동 전담실이
학부모의 고소를 받아 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고소를 변경 또는 추가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학부모는 불충분성 편지를 받은 후, 누락된
정보를 첨부하여 고소를 재-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제기된 고소는 반드시 재-제기된 고소가 특수
아동 전담실에 의해 접수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에 대해 제기되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해 해당 고소가 불충분하다고 간주될
것입니다.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고소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수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이 제공된 다른 문제에 대해 고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문제가 오하이오주 교육부의 권한에
속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조사가 수행됩니다.

학부모의 고소에서 한가지 사실 대신에 한가지
요소가 누락된 경우에는?
학부의 고소에서 다음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누락된 경우:
• 아동의 이름;
• 아동의 주소;
• 고소인의 주소 (아동의 주소와 다른 경우);
• 연락처 정보; 또는
• 아동이 출석하는 학교의 이름.
교육 고문이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상기
항목 중 누락된 항목이 있다고 알려 줄 것입니다.
고소인은 그 후 5일 이내에 (교육 고문이 연락을
취한 시간부터) 필요한 정보를 교육 고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그 정보를 서면으로
고소를 조사하게 될 교육 고문에게 보냅니다.
누락된 요소가 5일 이내에 교육 고문에게
발송되지 않는 경우, 그 고소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부모의 고소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거나 또는 고소를 수정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다음은 학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 오하이오주 교육부: 특수 아동 전담실의
절차적 보호 부서(Procedural Safeguards
Section of the 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 오하이오주 장애 아동 교육 연맹(OCECD);
• 오하이오주 법적 권리 서비스(OLRS).
연락처 정보는 29 및 30페이지에 있습니다.

학부모 고소의 일부 만이 불충분하다고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 규정 또는 규칙 위반이 있었다고 판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한가지 사실 또는 요소가 누락된 경우, 학부모
고소의 일부가 불충분하다고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 아동 전담실이 어떤 법이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지 그리고 어떤 법률, 규정 또는 규칙에
대해 조사가 수행되도록 조회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학부모 고소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한가지
사실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사실이 직접 관련된
2010 년 7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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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아동 전담실이 학부모의 고소 제기를
접수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특수 아동 전담실은 서면 작성되고 서명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영업일로 5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접수 증명 편지를 보냅니다. 특수
아동 전담실은 또한 다음 당사자들(고소인과
다른 경우)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 학부모/보호자;
• 학생 (18세 연령에 이른 경우);
• 교육구의 교육감.

고소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특수 아동 전담실
중재자를 이용해 고소 관련 문제를 중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학부모, 교육구 또는 공공 기관이
특수 아동 전담실 중재자를 이용해 자신의 고소
관련 문제를 중재하기 원하는 경우, 고소에
배정된 교육 고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고소 조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접수 증명 편지에 수록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접수 증명 편지는 다음 정보를 수록합니다:
• 특수 아동 전담실이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
통보;
• 고소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배정된 교육
고문에 대한 연락처 정보 확인;
• 당사자들 또는 해당되는 경우 제3자
고소인이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통보
•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 한, 특수 아동
전담실이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에서 역일로
60일 이내에 조사 결과서를 발급할 것이라는
통보. 시한 연장이 허가된 경우, 조사
결과서는 시한 연장 편지에 지정된 날짜에
발급.
• 고소가 “미결” (보류) 상태이며 적법 절차
심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부에 주목.
이 경우, 60일 시한이 시작되는 시점은 (a)
심의 담당관의 결정이 이루어진 날 그리고
특수 아동 전담실에서 심의 담당관의 결정이
모든 고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날; 또는 (b) 적법 절차 요청이 철회 또는
기각될 때;
• 당사자들이 고소의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통보.
주해: 변호사가 어느 당사자를 대표하는 경우, 그
변호사는 교육 고문과 의사소통 할 책임 그리고
모든 서신 왕래 사본을 자신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책임을 지게 됨.

교육구는 특수 아동 전담실이 조사 결과서를
발급하기 전에 학부모에게 고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서가 발급되기 전에
학부모에게 고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
2010 년 7 월 1 일

특수 아동 전담실은 반드시 고소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조사에는 모든 관련 기록을
검토해야 하고 현장 조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서는 서명된 서면 고소장이 특수 아동
전담실에 접수된 날짜에서 역일로 60일 이내에
발송됩니다. 연방 규정 34 C.F.R. §300.152
(b)(1)에 따르면, 특수 아동 전담실은 지연이
필요한 2가지 예외적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시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가 중재 또는 분쟁 해결의 대체 양식을
이용하기로 동의한다. (2) 예외 상황: 특수 아동
전담실에 의해 사례에 따라 결정된다.
고소가 또한 적법 절차 심의의 대상인 경우, 특수
아동 전담실은 고소 또는 적법 절차 심의의
일부인 고소 문제를 적법 절차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보류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적법 절차
심의 담당관이 결정을 발표하거나 또는 심의가
철회 또는 기각될 때 검토됩니다. 심의에서
검토되지 않은 고소 문제가 있을 경우, 심의
담당관의 결정에 의해 검토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될
것입니다.

특수 아동 전담실이 조사를 종료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사가 완료되면, 특수 아동 전담실은 교육구가
해당 특수교육법 및 규정을 준수(복종)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육구가 각 문제와 관련해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반드시 적용되는 법, 규정 또는 규범에 근거해야
합니다. 특수 아동 전담실은 반드시
당사자들에게 조사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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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사란 무엇입니까?
정식 고소 조사 동안, 특수 아동 전담실은
교육구가 위반했다는 추가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비준수” 부분은
고소인이 제기한 원래 고소에 없었던 문제입니다.
특수 아동 전담실은 IDEA 를 비롯해 법률 및
규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반드시 교육구가
법과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교육구에 알려야 합니다. 특수 아동
전담실은 교육구가 법과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을 발견하는 경우, 조사
결과서의 끝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며
특수 아동 전담실이 교육구를 접촉하여 우려
사항에 대해 의논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을 삽입할 것입니다. 이 기술
지원을 "추가 조사"라고 부릅니다.
추가 조사는 원래 고소 조사와 별개입니다. 추가
조사 내의 정보는 고소인이 추가 조사에 관한
기록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고소인에게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가 조사의 경우, 특수 아동 전담실은 가능한
비준수 부분에 관련해 별도의 서한을 교육구에
보냅니다. 추가 조사는 추가적인 기록이나
정보의 요청을 포함하거나 또는 특수 아동
전담실 직원에 의한 현장 방문 계획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IDEA 또는 장애 아동
서비스를 위한 주정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특수 아동 전담실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적법 절차

공정 적법 절차 심의란 무엇입니까?
공정 적법 절차 심의는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하는 정식 심의입니다.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자녀의 평가, IEP,
서비스, 교육 배치 (환경) 또는 자녀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심의는 교사 또는
기타 학교 직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특수교육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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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학부모, 교육구 또는 공공 기관(카운티 정신
지체인 및 발달 장애인 위원회, 발달 장애 센터 및
주정부 청년 서비스부 등)이 모두 공정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적법 절차 심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본 안내서의 마지막에 있는 "적법 절차 고소
및 적법 절차 심의 요청"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하 본 절차는 "적법 절차 고소 및
심의 요청"으로 칭합니다.

누가 적법 절차 심의를 수행합니까?
공정 (중립) 심의 담당관(Impartial Hearing
Officer, IHO)이 심의를 수행합니다.
오하이오주의 경우, 심의 담당관은:
• 반드시 변호사이어야 한다;
• 반드시 오하이오주 교육부가 제공하는 훈련을
마쳐야 한다.
• 아동의 교육 또는 보호와 관련된 교육구,
오하이오주 교육부 또는 공공 기관의 고용인이
아니어야 한다.
• 심의에서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에 대한
호의를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 반드시 IDEA 법, 관련 연방 및 주정부 규정
그리고 연방 및 주정부 법정이 IDEA 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 반드시 기준 법률 관행을 사용해 심의를
수행하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반드시 적절한 기준 법률 관행에 따라
결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정부 및 지역 교육구는 심의 담당관의 명단 및
자격 증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은
오하이오주 교육부
웹사이트 education.ohio.gov에서 키워드 검색:
due process hearing officers(적법 절차 심의
담당관)을 통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비용은 누가 지불합니까?
교육구가 적법 절차 심의 담당관에게 지불합니다.
그러나, 심의 담당관은 단순히 교육구가 심의
담당관의 역할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교육구의 고용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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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반드시 자신이 사용하는 변호사, 증인
및 감정 증인 비용 등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비용을 비롯해 사본 제작 및 우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적법 절차 고소 및 심의 요청을 제기하고,
심의에서 자신을 대표하도록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학부모는 자신이 직접 적법 절차 고소
및 심의 요청을 제기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심의에서 자신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변호사를 고용할 것입니다.

공정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는 방법은?
적법 절차 고소 및 심의 요청을 제기함으로써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고소 통지(다음 질문 참조)는 반드시 서면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당사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 적법 절차 고소 원본(사본 안됨)을 자녀의
거주지 교육구교육감에게 발송;
•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다음으로 발송:
Ohio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Procedural Safeguards Section
25 South Front Street
Mail Stop #202
Columbus, Ohio 43215-4183
팩스 (614) 728-1097
학부모는 오하이오주 교육부 서식 "적법 절차
고소 및 적법 절차 심의 요청"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학부모 자신이 서면 적법 절차
고소를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모든 필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식은 본 간행물의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으며, 또한 오하이오주 교육부
웹사이트 education.ohio.gov,에서 키워드 검색:
due process (적법 절차)를 통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고소”라는 용어는 적법 절차 심의
요청과 관련해서 사용됩니다. 적법 절차 고소가
제기될 때마다 학부모에게는 공정 적법 절차
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2010 년 7 월 1 일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 및 심의 요청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적법 절차 고소 및 심의 요청은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자녀의 이름;
• 자녀의 집 주소;
• 자녀가 출석하는 학교의 이름;
• 노숙 아동 또는 청년의 경우(아동이
McKinney-Vento 노숙자 지원 법령(42 U.S.C.
11434a(2)의 연방 725(2)절에 포함된 노숙
아동에 대한 정의된 대로), 아동의 연락처
정보 및 아동이 출석하는 학교 이름;
• 문제의 성격 및 그것이 자녀의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 및 수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 문제에 관련된 사실;
• 학부모가 요청을 제기할 당시 알고 있는 바에
근거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안.
주해: 학부모 또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변호사가
연방 규정 34 C.F.R. 300.508 항에 의거하여 상기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적법 절차 고소를 제기 할
때까지 학부모는 적법 절차 심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적법 절차 심의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학부모는 상대방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한,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에서 제기되지 않은
문제를 적법 절차 심의에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기한 적법 절차 고소에서 항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별도의 적법 절차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제기한 적법 절차 고소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에 대해 별도의 적법 절차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는데 대한 최종
기한은 언제입니까?
일반적으로, 학부모는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가 다루는 행동에 대해 학부모가 알게
되었거나 알 수 밖에 없었던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공정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예외: 이 2 년 최종 기한은 학부모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의를 요청하지 못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구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학부모를 오해 하게 했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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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A 법에 의해 교육구가 학부모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정보를 교육구가 제공하지
않았다.

교육구가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다음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학부모는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에 의거 적법 절차
심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교육구가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를
접수한지 15 일 이내에 심의 담당관,
오하이오주 교육부 및 학부모에게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가 적법 절차 요청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서면
통보를 한다. (요청 요건에 관해서는, 질문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 및 심의 요청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참조)
• 교육구로부터 이 통지를 접수한지 5 일
이내에, 심의 담당관은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가 해당 고소에 필요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이러한 결정을 내린 후, 심의 담당관은 결정
사항을 즉시 학부모, 교육구 및 특수 아동
전담실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심의 담당관이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가 모든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심의 담당관의 서면 결정은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 학부모의 고소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된
이유.
• 사례가 기각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진술.
• 사례는 모든 필수 정보를 포함하는 적법 절차
통보가 제기될 때까지 심의 단계로 갈 수
없다는 진술. 이 필수 정보에 관해서는, 질문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 및 심의 요청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참조)
• 학부모가 적법 절차 고소를 작성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 모든 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원 목록. 오하이오주
교육부 특수 아동 전담실의 절차적 보호
부서의 직원이 해당 자원에 속함. 연락처:
Sandy Kaufman, Consultant
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Procedural Safeguards
25 South Front St.
Columbus, OH 43215
이메일: sandy.kaufman@ode.state.oh.us
Telephone: 614-466-2650 또는
무료 전화 (877) 644-6338)
2010 년 7 월 1 일

학부모의 고소가 충분하지만 학부모가 고소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부 변경이나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고 싶을
경우, 고소 "수정"을 위한 허가를 요청하거나
새로운 문제에 관한 새로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교육구 또는
심의 담당관이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적법
절차 고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교육구가 서면으로 수정에 동의하고, 해결
회의를 통해 수정된 적법 절차 고소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는
• 심의 담당관이 허가를 준다. 심의 담당관은
해당 허가를 적법 절차 심의가 열리기 5 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심의가 8 월
15 일로 예정되었고 심의 담당관이 학부모의
수정 요청을 8 월 1 일에 접수한 경우, 심의
담당관은 8 월 1 일과 8 월 10 일 사이에
학부모에게 허가를 줄 수 있다.
학부모가 허가를 받고 적법 절차 요청을
수정하는 경우, 원래의 적법 절차 요청을 제기한
날짜가 수정본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가 2009 년 7 월 1 일에 요청을
제기하고 2009 년 8 월 1 일에 그 요청을 수정한
경우, 학부모의 제기 날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래의 제기 날짜 7 월 1 일이 수정을 포함한 전체
적법 절차 요청에 적용됩니다.

심의 담당관에 의해 고소가 불충분하다고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적법 절차 고소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소를 수정해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된 적법 절차 고소 통지는 고소가
불충분하다는 심의 담당관의 결정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심의 담당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이내에 수정된 통지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심의 담당관은 적법 절차 고소를 기각하고
사례를 종결합니다.
주해: 수정된 적법 절차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결 회의를 위한 시한(15 일 또는 “급속” (좀더
신속) 심의의 경우, 7 일) 및 적법 절차 고소의
해결을 위한 시한(30 일 또는 급속 심의의 경우,
15 일)은 수정된 적법 절차 고소의 제기와 함께
다시 시작됩니다.

학부모의 요청이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되고
고소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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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의 교육감에게 고소를 재-제기하고, 재제기한 고소의 사본을 특수 아동 전담실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고소는 새로운 요청으로 취급될
것이며, 반드시 새로운 요청의 모든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재-제기한 고소는 수정된 고소와 어떻게 다른가?
재-제기한 고소는 새로운 요청입니다. 수정된
고소는 새로운 요청이 아니고 현재 요청의
변경입니다.
재-제기한 고소는 새로운 제기 날짜를 갖습니다.
수정된 고소는 원래 제기 날짜를 유지합니다.
고소가 2 년 최종 기한 이내에 재-제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2 년 최종 기한에 대한 예외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앞서의 질문 "공정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는데 대한 최종 기한은
언제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적법 절차 고소 및 심의 요청은 학부모의 요청이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수정 혹은 재제기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청은 다음을 포함하는 다른 이유로
수정 혹은 재-제기될 수 있습니다:
• 문제를 명백히 하거나 또는 추가하기 위해
요청을 수정하고 싶다; 또는
• 요청을 철회한 다음 요청을 재제출하기로
결정한 경우, 요청을 재-제기할 수 있다.

교육구가 적법 절차 고소를 제기하고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했으나, 학부모가 교육구의 적법 절차
고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부모는 교육구의 적법 절차 고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교육구의 적법 절차 고소를 접수한지 15 일
이내에, 학부모는 심의 담당관과 교육구에
서면으로 교육구의 적법 절차 고소가 고소
통지에 적용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지한다. 그 통지의 사본을 오하이오주
교육부 특수 아동 전담실 절차적 보호
부서에 발송한다. 29 및 30 페이지의 연락처
정보 참조.
• 아직 특수 아동 전담실에서 심의 담당관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오하이오주
교육부, 특수 아동 전담실, 절차적 보호
2010 년 7 월 1 일

•

•

부서에서 연락을 취해야 하는 심의 담당관의
이름을 알아 본다. 29 및 30 페이지의 연락처
정보 참조.
학부모의 통지를 접수한지 5 일 이내에, 심의
담당관은 반드시 교육구의 적법 절차 고소가
적법 절차 고소에 적용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의 담당관이 결정을 내린 당일, 심의
담당관은 반드시 결정 사항을 학부모, 교육구
및 특수 아동 전담실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심의 담당관이 교육구의 적법 절차 고소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하거나 또는 교육구가 스스로
고소를 변경하려 하는 경우, 교육구는 고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까?
교육구는 다음 경우에만 교육구의 적법 절차
고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가 서면으로 수정에 동의하고, 수정된
적법 절차 고소를 해결 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는
• 심의 담당관이 허가를 준다. 심의 담당관은
해당 허가를 적법 절차 심의가 열리기 5 일
이전까지 줄 수 있다.

교육구는 학부모의 적법 절차 심의 요청에 답변을
해줍니까?
교육구가 학부모에게 아직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에 관해 사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반드시 학부모의 고소를 접수한지
10 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
답변은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학부모가 고소에서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이유 또는 조치 거절한 이유에 대한 교육구의
설명;
• IEP 팀이 고려한 바 있는 기타 옵션 및 해당
옵션이 거절된 이유에 대한 설명;
• 교육구가 제안 또는 거절한 조치의 근거로
사용한 각 평가 절차, 사정, 기록 또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
• 교육구가 제안 또는 거부한 조치와 관련된
기타 요인에 대한 설명.
주해: 교육구가 학부모에게 이러한 통지를
보내더라도, 교육구는 여전히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를 접수한 후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학부모가 공정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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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학부모가 해당 학년에 처음으로 제기하는
적법 절차 고소인 경우, 교육구는 학부모에게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
의 사본을 제공한다.
학부모는 중재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중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학부모가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한 경우,
교육구는 해결 회의(아래에 상세히 논의)를
수행한다.
특수 아동 전담실은 학부모 및 교육구에
학부모의 사례에 배정된 공정 적법 절차 심의
담당관의 이름을 알려 준다.
학부모(또는 교육구)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구는 학부모 지역에서 학부모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서비스나 기타 서비스에 대해 알려 준다.
교육구 직원은 심의 담당관 및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공정 적법 절차 심의의 장소,
날짜 및 시간을 주선한다.
공정 적법 절차 심의가 개최되기 최소한
영업일로 5 일 전에, 각 당사자는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 날짜까지 완료되고
심의에서 사용할 의도가 있는 모든 평가 및
그 평가에 근거한 모든 추천 사항을 보여
주어야 한다. 학부모는 심의 담당관에게
증인이 심의에 참석하도록 또는 특정 증빙
서류를 심의에 가져오도록 소환장을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라도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심의 담당관은 상대방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당사자가 심의에서 관련
평가 또는 추천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다.
공정 적법 절차 심의가 개최되고, 결정이 각
당사자에게 우송된다. 교육구는 학부모나
교육구가 심의 시한이 45 일을 초과해
연장되도록 요청하고 공정한 심의 담당관이
그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해결
시한이 끝난 후 45 일 이내에 상기 사항이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공정 적법 절차 심의에서 내려진 결정은
학부모나 교육구가 결정을 통보 받은 후
45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최종적이다.

교육구의 적법 절차 고소를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학부모는 반드시 교육구의 적법 절차
고소에서 제기된 해당 문제에 대처하는 답변을
교육구에 보내야 합니다.

해결 회의란 무엇입니까?
학부모가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한 경우, 적법
절차 심의가 개최되기 전에 해결 회의가
열립니다. 해결 회의는 학부모에게 고소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구에게
학부모의 고소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구는 학부모를 비롯해 학부모의 고소에
언급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 지식이 있는 IEP 팀
일원과 회의를 갖습니다. 교육구와 학부모는
어떤 IEP 팀 일원이 해결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합니다.
이 회의는:
• 교육구가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열린다. 급속 또는 좀더
신속한 요청의 경우, 7 일 이내에 열린다.
• 소속 기관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가진 교육구 또는 공공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 학부모가 변호사와 함께 배석하지 않는 한,
교육구의 변호사는 제외된다.

해결 회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회의의 목적은 학부모가 자신의 적법 절차
고소에 대해 그리고 학부모 고소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의논함으로써, 교육구가 고소의
근거가 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는 학부모와 교육구가 서면상으로 회의를
갖지 않기로 동의하거나 또는 이 회의 대신 본
안내서의 "중재" 부분에 설명된 중재를
사용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해결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반드시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적법 절차 심의 또는
심의에서의 결정에 대한 항소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결 회의 촉진이란 무엇입니까?
교육구가 적법 절차 고소를 제기하는 당사자인
경우, 학부모가 교육구의 적법 절차 고소 사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0 년 7 월 1 일

특수 아동 전담실이 특수교육에 대해 철저한
훈련을 받은 숙련된 중재자 또는 조정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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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 해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때, 그것을
"해결 회의 촉진"이라고 합니다.
"촉진자"는 학부모와 IEP 팀의 필수요원이
고소의 근거가 되는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촉진자:
• 당사자간의 의사소통 유지를 돕는다;
• 토론을 인도한다;
• 당사자간 이견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
•

합의서는 학부모와 교육구의 서명 권한이
있는 대표자에 의해 서명된다;
합의서는 미국내 모든 해당 법정에서 효력이
있다.

검토 기간: 학부모와 교육구가 서면 조정
합의서를 집행 하는 경우, 학부모 또는 교육구
양측은 합의 서명일에서 영업일로 3 일 이내에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촉진자는 결정을 내리지 않지만,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학부모의 고소가 해결 모임을 통해 조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해결 회의 촉진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육구가 적법 절차 고소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고소내용을 학부모에게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30 일 해결 시한이
조절되지 않는 한 해결 시한은 종결되고 적법
절차 심의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해결 회의 촉진을 요청하려면, 다음에
연락하십시오:
오하이오주 교육부(Ohio Department of
Education)
특수 아동 전담실(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절차적 보호 부서(Procedural Safeguards
Section)
29 및 30 페이지의 연락처 정보 참조.

교육구가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구는 필수적으로 해결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교육구가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때,
해결 회의 및 30 일 해결 시한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구가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가 교육구의 적법 절차 고소를 접수한 후,
심의 결정의 발급에 대한 45 일 시한이
시작됩니다.
학부모가 교육구의 적법 절차 고소를 접수한 후,
45 일 이내에:
• 심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 심의 결정에 도달해야 한다;
• 심의 담당관이 학부모 또는 교육구로부터 시한
연장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는 한, 심의 결정의
사본이 우송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고소가 해결 회의에서 해결되는 경우,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해결 회의에서 이견이 해결되는 경우, 학부모와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양측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적 합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2010 년 7 월 1 일

다음의 경우, 30 일 해결 시한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 학부모와 교육구가 서면상으로 해결 회의를
포기(우회)하기로 동의한다; 또는
• 학부모와 교육구가 해결 회의 또는 중재에서
일단 논의가 시작되자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서면상으로 동의한다; 또는
• 학부모와 교육구가 중재를 계속할 수 있도록
30 일 시한을 초과하기로 서면상으로 동의한
후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중재를 철회한다.
상기 상황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면, 해결 시한은
종결되고 심의를 향한 45 일 시한이 시작됩니다.
30 일 해결 시한이 끝나고 45 일 기간 중:
• 반드시 심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 심의 결정에 도달해야 한다;
• 심의 담당관이 학부모 또는 교육구의 서면
요청으로 인해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심의
결정의 사본이 우송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가 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와 교육구가 서면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해결 회의를 위한 시한 (30 일) 및 적법 절차
심의를 위한 시한(45 일)은 해결 회의가 열릴
때까지 연장됩니다:
• 해결 과정을 우회한다; 또는
• 해결 회의 대신 주정부-협력 중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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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해결 시한의 마지막에 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구가 합리적인 노력(그리고 해당 노력의
기록을 보관)하였으나 학부모를 해결 회의에
참석하도록 설득하지 못할 경우, 교육구는 30 일
기한의 마지막에 심의 담당관이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를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급속 또는 좀더 신속한 요청의 경우
15 일로 단축됩니다.

교육구가 해결 회의를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교육구가 (a)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 통지를
받은 후 15 일 (급속 요청의 경우, 7 일) 이내에
해결 회의를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b) 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는 심의
담당관이 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45 일 적법
절차 심의 시한을 시작하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 학부모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학부모가 공정 적법 절차 심의에 참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심의의 대상인 자녀가 참석하도록 한다;
• 심의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 변호사 그리고 장애 아동의 문제에 관해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을
동반하거나 조언을 구한다;
• 증거 제시, 상대방을 대질 및 교차 심문
그리고 증인의 출석을 요구한다;
• 심의가 시작되기 전 영업일로 최소한 5 일
이전에 학부모에게 보여주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한다;
• 심의의 서면 기록 또는 원하는 경우, 축어적
전자 기록을 입수한다;
• 판정 및 결정을 서면 기록 또는 원하는 경우
전자 기록으로 입수한다;
• 심의 및 판정과 결정의 기록을 무료로 받는다.

심의 담당관은 학부모 및 교육구와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합니까?
심의 담당관은 적법 절차 심의의 모든 기간 동안
학부모와 교육구에게 동일한 통지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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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담당관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내립니까?
일반적으로, 자녀가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심의 담당관의 결정은 단지
자녀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근거하는 것이지, 교육구의 규칙 준수 불이행
여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육구가 충분한 횟수의 회의를 갖지 않았거나,
회의에 적절한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거나 또는
학부모에게 충분한 횟수의 통지를 하지 않았지만,
학부모는 회의에 참석했고, 자녀는 여전히
적절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의 담당관은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교육구에 불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지만, 단순히
규칙을 불이행한 이유로 교육구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교육구가 단순히
규칙을 따르지 않은 경우, 심의 담당관은
교육구에게 규칙과 절차를 따르기 시작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학부모가 교육구가 자녀의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 또는 수령과 관련된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심의 담당관은
자녀가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절차적 위반이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리에 지장을 주었다.
• 절차적 위반이 학부모가 적절한 무상
공교육의 제공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다; 또는
• 절차적 위반으로 자녀의 교육 혜택이
박탈되었다.
심의 담당관은 여전히 교육구가 절차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해: 어떤 심의 조항도 오하이오주 교육부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적법 절차 과정 중 자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 학부모가 적법 절차 심의의 결정, 검토 또는
사법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자녀가
일시적 대체 교육 환경(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 IAES – 자녀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 외부의 임시
학습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학부모,
주정부 또는 교육구가 다른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자녀는 현재의 교육 배치(교육적
환경)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제자리
있기(Stay-put)"라고 부름.
Page 42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학부모님을 위한 2004 년 장애자 교육 개선법 (IDEA) 안내서 (Korean)

•

•

•

•

적법 절차 고소가 공립 학교 입학을 위한
최초 신청과 관련되는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자녀는 반드시 모든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립 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
고소가 자녀의 연령이 3 살이 되어 더 이상
법의 조기 개입 부분(Early Intervention
Part)의 서비스 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의 학령기 교육부분의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신청과 관련되는 경우, 공공 기관은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자녀가 파트-B 하에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정되고,
학부모가 처음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공공 기관은 반드시
학부모와 공공 기관 사이에 분쟁이 없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주정부 차원의 검토에서 검토 관리가
배치(교육 장소)의 변경이 적절하다고
학부모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배치는
제자리-있기 (상기 항목 참조) 목적상
주정부와 학부모간의 합의로 처리되어야
한다.

주해: IDEA-파트 B 는 연령 3 살에서
21 살까지의 아동에 적용. IDEA-파트 C 는
출생에서 2 살까지의 아동에 적용.

학부모가 심의 담당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심의 담당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와 교육구는 결정에
대해 알게 된지 45 일 이내에 오하이오주
교육부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항소 원본(복사본 안됨)을 다음으로 우송한다:
오하이오주 교육부(Ohio Department of
Education)
특수 아동 전담실(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절차적 보호 부서(Procedural Safeguards
Section)
29 및 30 페이지의 연락처 정보 참조.
• 학부모의 항소 사본을 교육구의 교육감에게
보낸다.
오하이오주 교육부는 학부모의 항소를 접수하면,
주정부 차원의 검토 관리(SLRO)를 임명해 심의
담당관의 결정에 대한 공정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주정부 차원의 검토 관리는:
• 적법 절차 심의의 전체 기록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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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심의 절차가 적법 절차의 요건을 따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를 찾는다.
추가적인 증거를 접수하기 위해 심의가
개최되는 경우, 학부모의 적법 절차 심의
권리가 적용된다.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요청하는 경우, 시한
연장을 허가한다;
검토를 완료한 후,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다.

적법 절차 심의 권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앞서의 질문 "적법 절차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
학부모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를 참조하십시오.
오하이오주 교육부는 항소 요청을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진행합니다:
• 주정부-차원의 검토 심의에서 독립적인
결정에 도달한다;
•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면 복사 또는 판정 및
결정의 축어적 전자 기록을 모든 당사자에게
우송한다.
주정부-차원의 검토 심의를 위한 30 일 시한은
어떤 당사자이든 연장을 요청하고 주정부 차원의
검토 관리가 서면으로 허가하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주정부 차원 검토 관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부모가 주정부 차원의 검토 후 판정 및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는 주정부 또는 연방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습니다.
학부모는 다음 장소에서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지방 법원에서 주정부 차원 검토 관리의
결정 날짜에서 90 일 이내; 또는
• 자녀의 거주지 교육구가 소재한 카운티의
민사 법원에서, 주정부 차원 검토 관리의
명령 통보를 접수한 후 45 일 이내.

연방 지방 법원에서의 제기: 학부모가 미국 지방
법원에서 결정에 항소하는 경우, 지방 법원에
접촉해 법정의 소송 제기 요건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오하이오주 민사 법원에서의 제기: 학부모가
오하이오주 민사 법원에서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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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원본(사본 안됨)을 다음으로 우송한다:
Ohio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Procedural Safeguards Section
25 South Front Street
Mail Stop #202
Columbus, Ohio 43215-4183 및
• 항소의 사본을 해당 법정 및 항소를 제기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낸다.
모든 항소에서, 법정은:
• 적법 절차 심의 및 주정부 차원의 검토
심의의 기록을 접수한다;
•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를
듣는다;
• 모든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하여,
법정이 적절하다고 판정하는 소송 구제를
수여한다.

학부모는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합니까?
학부모는 자신의 변호사 및 감정 증인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자신의 적법 절차 심의와 관련된 소송이나
절차에서 승리하는 경우 (따라서 “승소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학부모는 상대방 당사자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자신에게 상환(환불)하도록
법정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담당관 및
주정부 차원의 검토 관리는 변호사 비용을
수여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는 다른 당사자가 승소 당사자인 경우,
학부모 또는 학부모의 변호사가 승소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하이오주 교육부 또는 교육구가 승소 당사자인
경우, 아래의 1-4 항목에 기재된 당사자들은
오하이오주 교육부 또는 교육구에 법률 비용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제기한 고소 또는 그 이후 소송의 원인이
경솔, 비합리적 혹은 근거가 없는 학부모의
변호사; 또는
2. 소송이 명백히 경솔, 비합리적, 혹은 근거가
없게 된 이후에도 소송을 계속 추구한
학부모의 변호사; 또는
3. 학부모의 적법 절차 심의 요청 또는 그 이후
소송의 원인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 또는 쓸데 없이 법적
보호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부적절한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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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행동이었던 경우, 그 학부모의 변호사;
또는
4. 학부모의 적법 절차 심의 요청 또는 그 이후
소송의 원인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 또는 쓸데 없이 법적
보호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부적절한 목적을
위한 행동이었던 경우, 그 학부모.
IEP 팀 회의; 해결 회의
회의가 1) 적법 절차 심의, 주정부 차원의 검토
또는 법정 사례의 결과가 아닌 한; 또는 2)
주정부-협력 중재를 위해 주정부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한, IEP 팀 회의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은 정부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적법 절차
해결 회의를 위한 변호사 비용 또한 정부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너스 또는 비용 승수 금지
법정은 소송이나 절차가 진행되는
지역사회에서의 전형적인 가격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질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법정이 제공하는 변호사 비용의 계산에는
보너스나 "비용 승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의 변호사 수수료가 $40,000 인
경우, 가외 수당 $10,000 (보너스) 또는 $80,000
(수수료의 2 배) 또는 $120,000 (수수료의
3 배)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이 서면 조정 제안 이후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학부모는 변호사
비용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며, 학부모가 서면
조정 제안을 받은 이후에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IDEA 법 615 항(적법 절차 심의 또는 항소 등)에
의한 소송 또는 절차에서의 관련 비용을 상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조정 제안이 민사소송 연방규정 규칙
68 조에 의한 규정 시간 이내에, 사례 검토
절차에서, 또는 절차 개시로부터 10 일
이전에 제공되었다;
• 학부모가 제안을 10 일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정 또는 행정 심의 담당관이 학부모에게
종국적으로 제공된 소송 구제가 학부모에게
조정 제안보다 유리하지 않다고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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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학부모가 승소 당사자이며 조정 제안을
거절한 것이 충분히 정당화된 경우, 학부모에게
변호사 비용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법정이 서면 조정 제안 이후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감축할 수 있습니까?
다음의 경우, 그렇습니다:
• 학부모 또는 학부모의 변호사가 소송이나
절차 과정 동안 불합리하게 논쟁의 최종
해결을 지연시켰다;
• 변호사 수수료 금액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유사한 능력, 평판 및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전형적 시간
당 가격보다 불합리하게 높다;
• 소송이나 절차의 성격을 고려할 때, 소비된
시간 및 제공된 법률 서비스가 과도하다;
• 학부모를 대표하는 변호사가 적법 절차 요청
통보에서 연방 규정 34 C.F.R. 300.508 항에
따른 적절한 정보를 교육구에 제공하지
않았다.
예외: 상기 조건은 법정에 의해 주정부나
교육구가 소송 또는 절차의 최종 해결을
불합리하게 지연시킴으로써 IDEA 법 615 항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소송이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법 절차에 관한 추가정보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법 절차에 관한 추가정보 연락처:
• 오하이오주 교육부(Ohio Department of
Education)
특수 아동 전담실(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절차적 보호 부서(Procedural Safeguards
Section)
25 S. Front Street, Mail Stop #202
Columbus, Ohio 43215-4183;
전화 (614) 466-2650
ODE (오하이오주 교육부) 무료 전화 (877)
644-6338.
• 2004 년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의 615 항,
공법 108-446, 108 차 국회 회기에서 2004 년
12 월 3 일에 제정 (H.R.1350), 2005 년 7 월
1 일에 발효된 20 U.S.C. 1415; 미국 연방
법전 34 편 (CFR)의 연방 규정 300.507300.518 항; 오하이오주 개정 법전 3323.04
및 3323.05 항 그리고 오하이오주 행정
법전의 규칙 3301-51-05 등을 참조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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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장애 아동을 위해 봉사하는

오하이오주 교육 기관을 위한 운영 규범 의
•

일부.
학부모의 변호사와 상의한다.

징계
"징계"와 "처벌"이라는 용어는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관행을 가리키며 흔히 교환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부 견해와는 달리 이 두 가지
관행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교육 및
성공적인 양육을 위해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교육자와 학부모가
학생을 위해 좀더 협동적이고, 책임감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행동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벌은 단순히 "일시적 해결책"입니다. 흔히
처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처벌 하나만
사용하면 즉시적 행동 만을 중지시킵니다.
처벌은 자녀의 믿음 또는 사고를 별로
변화시키지 않으며, 통상 자녀의 학습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녀의 행동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장기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처벌의 중점은 자녀의 행동에 있으며 행동의
원인에 있지 않습니다. 처벌은 보통 자녀의
노여움, 경멸, 보복 또는 패배감의 감정을
초래합니다.
징계는 그와 달리 계획, 교육 및 평가를 통해
행동을 변화시키는 접근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징계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적절하고 논리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자녀 행동에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된 징계는
고립된 행동에 집중하는 대신 자녀가 학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제공하는 학습 과정입니다.
징계는 행동의 원인을 검토하고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징계는 단호하고 공평하고 행동에 적합합니다.
징계는 노력, 계획 및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합니다.*
*발췌 자료: 포괄적인 학습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 (Strategies for Developing a
Comprehensive Classroom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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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이란 무엇입니까?
정학(Suspension)이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징계적”으로 자녀를 현재의 배치(교육적
환경)로부터 이동 조치하는 것입니다. 정학은
같은 학년도에서 연속된 수업일로 10 일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더욱 긴 기간의 이동 조치는
"제적(Expulsion)"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자녀가 별도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자녀를 교육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같은 학년도에서 연속된 수업일로
10 일까지 이동 조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치의 변경” 은 아래의 단락에서
더욱 상세히 논의되며, 본 간행물의 "정의 설명"
부분에 그 정의가 있습니다.
정학 기간 동안, 교육구는 자녀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자녀의 IEP 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정학에는 다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정식 정학;
• 응급 이동 조치;
• 정규 수업일이 끝나기 전에 자녀를 학교에서
이동 조치;
• 버스 정학-교통 수단이 IEP 에 속한 관련
서비스이고,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주해: 버스 정학 기간 동안 자녀가 학교에
출석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정학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음);
• 교내 정학-특수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 자녀의 IEP 가 수행되고 있는 경우, 교내
정학은 10 일의 정학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음; 또는
• 교내 정학-자녀가 학교 내에서 다른
장소(사무실 등)로 옮겨졌으며 그 곳에서
자녀의 IEP 가 오랜 기간 동안 또는 되풀이
해서 수행되지 않는 경우.

장애 자녀가 동일한 학년도에 수업일로 10 일
이하 정학을 받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정학을 받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립된 교육 위원회의 정책이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교육구는:
• (자녀의 행동에 대해 좀더 알아보기 위해)
행동 평가 계획 또는 개입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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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시키기 위한 보조의 형태)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없습니다;
명시 결정(자녀의 행동이 장애로 인해 초래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을 내릴 책임이
없습니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IEP 팀은 10 일 기간 동안 다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자녀의 IEP 가 적절한지 여부;
• 자녀의 IEP 가 준수되는지 여부;
• 자녀 행동에 대한 가능한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평가 계획이 필요한지 여부;
• 자녀가 긍정적인 행동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한 보조, 전략 및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자녀를 징계적 이유로 학교에서 이동 조치하는
것이 배치(교육 장소)의 변경이라고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자녀를 징계적 이유로 학교에서 이동 조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배치의 변경이라고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이동 조치가 동일한 학년도에 연속된
수업일로 10 일을 초과한다; 또는
• 자녀가 다음의 이유로 행동유형을 보이는
일련의 이동 조치를 받았다:
1. 일련의 이동 조치를 합치면 한 학년도에
10 일을 초과;
2. 예전에 일련의 이동 조치를 초래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자녀 행동을 보임;
또는
3. 각 이동 조치의 기간, 자녀가 이동
조치를 당한 시간의 총계, 각 이동
조치간의 가까운 간격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
주해: 동일 학년도에 연속된 수업일로 10 일을
초과하는 이동 조치 또는 동일 학년도에 총계
수업일 10 일을 초과하며 행동유형을 보이는
일련의 이동 조치를 제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징계적 이동 조치의 유형이 배치(교육적 환경)의
변경을 보완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학교의 지도자들이 징계적 이동 조치의 유형이
배치의 변경인지의 여부를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Page 46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학부모님을 위한 2004 년 장애자 교육 개선법 (IDEA) 안내서 (Korean)

자녀의 배치가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학교 규칙의 위반으로 자녀의 배치를 변경하기
전에, 교육구는 반드시 자녀에게 특정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의
하나로서, 교육구는 "명시 결정" 즉, 자녀의
행동이 자녀의 장애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장애의 결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배치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부모, 교육구 및 IEP 팀의 필수 일원이 자녀의
행동이 상기 #1 또는 #2 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녀의 행동은 자녀 장애의
명시입니다.
상기 #2 에서 설명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교육구는 반드시 IEP 를 실행하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명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부모는 급속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여
자녀의 학습 환경 변경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 담당관이 교육구가 자녀의
배치를 결정할 때 관련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입니다. 심의 과정은
아래에 이어지는 단락 및 본 문서의 "적법 절차"
부분에 더욱 상세히 설명됩니다. “급속” 적법
절차 심의는 일반 적법 절차 심의보다 일찍
개최되며, 다음에 상세히 설명됩니다.

학부모는 급속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
담당관은 교육구가 상기 요건에 따라 자녀의
행동이 장애의 명시임을 또는 아님을 입증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 과정은 아래에
이어지는 단락 및 “적법 절차” 부분에 더욱
상세히 설명됩니다.

명시 결정이란 무엇입니까?

자녀의 행동이 장애의 명시였던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IEP 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시 결정은 자녀의 품행이 자녀의 장애로 인해
초래되었다(즉, 자녀 장애의 명시였다)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교육구, 학부모 및 IEP
팀의 관련 (필수) 일원이 내립니다 ("관련 일원"은
학부모와 교육구에서 결정).

명시 결정 검토는 언제 수행됩니까? 명시 결정은
누가 수행합니까?
명시 결정은 학교 규칙의 위반으로 장애를 가진
자녀의 배치 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10 일
이내에 수행됩니다.
교육구, 학부모 및 IEP 팀의 관련 일원이 명시
결정을 내립니다. 해당자들은 자녀의 IEP, 교사의
관찰 및 학부모가 제공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해 자녀의 서류철에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련 정보를 사용해 다음 사항을
판단합니다:
1. 문제가 되는 자녀의 행동이 자녀의 장애로
인한 것인지 또는 자녀의 장애와 직접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 또는
2. 자녀의 행동이 교육구가 IEP 의 실행을
불이행 한데서 오는 직접적인 결과인지 여부.
2010 년 7 월 1 일

자녀의 행동이 장애의 명시였던 경우, IEP 팀은:
1. 다음 중 한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육구가 자녀의 행동이 배치의 변경을
초래하기 전에 기능적 행동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명시 결정 후 10 일
이내에 기능적 행동 평가 (정의 설명 부분
참조) 수행을 시작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완료하고, 자녀를 위한 행동 개입
계획(Behavioral Intervention Plan)을
수행한다; 또는
• 행동 개입 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 명시
결정 후 10 일 이내에 자녀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및 집행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한다;
2. 학부모와 교육구가 배치의 변경을 행동 개입
계획의 일부로 동의하지 않는 한, 자녀를 이동
전 배치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행동 개입 계획"은 학교 환경에서 적절하지 않은
자녀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자녀의 행동이 장애의 명시였던 경우, 자녀를 이동
전 배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요건에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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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교육구는 특정 행동의 경우 자녀를
이동 전 배치로 되돌려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자녀의 행동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구는 자녀를 일시적 대체 교육 환경(IAES –
다른 교육 환경이라는 의미)으로 수업일로
45 일까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학교, 학교 부지 또는 교육구나 오하이오주
교육부 관할 하에 있는 행사에 무기를 가져
오거나 소지한다;
• 학교, 학교 부지 또는 교육구나 오하이오주
교육부 권한 하에 있는 행사에서
의도적으로 불법 약물을 소유, 사용하거나,
규제 물질을 매입하거나 매입 또는
매수하려고 시도한다; 또는
• 학교, 학교 부지 또는 교육구나 오하이오주
교육부 권한 하에 있는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

문제의 자녀 행동이 장애의 명시가 아니었던 경우,
자녀는 어떻게 징계를 받습니까?
자녀의 행동이 장애로 인해 초래된 것이
아니었던 경우, 학교 직원은 보통 징계 절차를
따릅니다. 학교는 자녀를 다른 비장애 아동을
징계하듯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간 동안
징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의 교육 배치(환경)로부터 이동된
경우:
• 비록 다른 환경이지만, 자녀가 계속해서 일반
교육 교과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
서비스를 받을 것이며, 자녀의 IEP 에 설명된
목표 달성을 향해 전진한다.
• 적절하다고 고려될 때마다, 자녀 행동의
재발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기능적 행동 평가 및 행동 수정 교육을
받는다.
주해: 학교 직원은 학생 행동 규약을 위반한
자녀에 대해 배치의 변경을 지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례별로 특이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학교 규칙의 위반으로 자녀의 배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 학부모는 어떻게 통보를
받습니까?

2010 년 7 월 1 일

교육구가 학교 규칙의 위반으로 자녀의 배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 교육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학부모에게 결정을 통보한다;
• 학부모에게 절차적 보호 권리 통지(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 사본)를
보낸다.

일시적 대체 교육 환경(IAES – 또는 다른 일시적
환경)의 결정과 자녀가 받게 될 서비스는 누가
결정합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IEP 팀이 일시적 대체 교육
환경 및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 자녀가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연속된 수업일로
10 일을 초과한 교육적 환경의 변경이 있었다,
이것은 또한 한 학년도에 정상적인 교육
환경으로부터의 자녀의 이동 조치가 수업일로
총 10 일을 초과하는 행동적 유형이 있을 때도
발생한다; 또는
• 무기, 약물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관련된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자녀의 배치가 변경되었다.

자녀는 얼마 동안이나 일시적 대체 교육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자녀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장애로 기인하지 않은
경우, 비장애 아동이 징계 받는 기간과 동일한
시간 동안 일시적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이 장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또는 장애로 인해 초래된 경우 그리고:
• 자녀의 행동이 학교 규칙의 위반에 관여된
경우: 행동 개입 계획 또는 IEP 의 일환으로
학부모와 교육구가 환경의 변경을 동의하지
않는 한, 자녀는 이동 전의 교육 환경으로 다시
돌아 가야 한다;
• 자녀의 행동이 무기 또는 약물 위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자녀는 45 일에 이르기까지 일시적 대체 교육
환경으로 이동될 수 있다.

학부모가 징계 조치로 인한 배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는 급속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여 징계
조치를 위한 배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은 아래에 그리고 본
간행물의 “적법 절차” 부분에 더욱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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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는 방법은?
급속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시:
• 교육감에게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본을 특수 아동 전담실에 보낸다:
1. 적법 절차 고소 원본을 자녀의 거주지
교육구 교육감에게 보낸다;
2. 학부모의 적법 절차 고소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다음으로 보낸다:
오하이오주 교육부(Ohio Department of
Education)
특수 아동 전담실(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절차적 보호 부서(Procedural
Safeguards Section)
29 페이지의 연락처 정보 참조.
• 교육구는 다음 영업일이 종료되기 전에 특수
아동 전담실의 적법 절차 심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 적법 절차 심의 담당관은 해당 요청에 대해
교육구가 특수 아동 전담실에 통보한 날 다음
영업일이 끝나기 전에 특수 아동 전담실에
의해 지정된다.
• 적법 절차 심의 담당관은 지정된 지 24 시간
이내에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한다.
• 급속 심의는 심의가 요청된 날짜에서 20 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심의 이후 수업일로
10 일 이내에 결정에 도달해야 한다.
적법 절차 요청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정보에
대해서 "적법 절차"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교육구가 자녀의 현재 배치를 유지할 경우 자녀
또는 다른 사람의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할 때, 교육구는 어떻게 조치 합니까?
교육구가 자녀의 현재 배치를 유지할 경우 자녀
또는 다른 사람의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할 때, 교육구는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 IEP 회의를 열어 IEP 를 검토하고 학부모 및
다른 IEP 팀 일원들과 우려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학부모와 교육구가 우려사항에
대한 교육구의 대처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급속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는
• IEP 회의 개최 없이, 즉시로 급속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한다; 또는
• 법정의 명령 또는 법이 허락하는 다른
구제책을 찾는다.
2010 년 7 월 1 일

교육구가 급속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교육구가 급속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구는:
• 이것이 학부모가 학년도 중 처음으로 제기하는
적법 절차 고소일 경우, 학부모에게 요청의
서면 사본 및 절차적 보호 통지("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 )를 제공한다.
• 정학 결정일로부터 수업일로 10 일 이내에
명시 결정을 수행한다.

학부모가 심의 담당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는 결정을 접수한지 역일로 45 일 이내에
심의 담당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보낼 곳:
오하이오주 교육부(Ohio Department of
Education)
특수 아동 담당실(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절차적 보호 부서(Procedural Safeguards
Section)
29 및 30 페이지의 연락처 정보 참조.
학부모의 항소 사본을 거주지 교육구의
교육감에게 보내십시오.
본 간행물의 “적법 절차” 부분에서 항소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심의 담당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 중 자녀는 어디에
있게 됩니까?
자녀의 일시적 대체 교육 환경 배치가 심의
담당관의 명령인 경우, 자녀는 수업일로
45 일까지 일시적 대체 교육 환경에 남아 있게
됩니다. 45 수업일의 마지막에, 교육구가 자녀를
원래의 배치로 돌려 보내는 것이 자녀 또는 다른
사람의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 교육구는 새로운 급속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언제 급속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학부모는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경우에만
급속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 대한 명시 결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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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에 관한 소송에서, 자녀의 배치에 관련된
결정.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구가 자녀의 배치를
계속하는 것이 자녀 또는 다른 사람의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
교육구는 급속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속 적법 절차 심의 중 자녀는 어디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까?
자녀는 심의 담당관이 결정을 내릴 때 또는
정학이나 제적이 끝날 때 중 먼저 오는 시간까지
IAES (임시 교육 환경)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급속 심의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떻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심의 담당관의 서면 결정을 통보 받은 날짜에서
역일로 45 일 이내에 서면으로 특수 아동
전담실에 요청해야 합니다.
• 항소 원본을 다음으로 우송한다:
Ohio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Procedural Safeguards Section
25 South Front Street
Mail Stop #202
Columbus, Ohio 43215-4183
팩스 (614) 728-1097
• 학부모의 항소 사본을 교육구의 교육감에게
보낸다.
검토는 반드시 역일로 3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고, 주정부 차원의 검토 관리에 의해 서면
결정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30 일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적절한 민사 법원
또는 연방 지방 법원에서 주정부 차원 검토
관리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부분에서 주정부 차원 검토 관리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자녀가 장애 아동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아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녀가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구가 자녀가 학교 규칙을 위반하기 전에
자녀가 장애 아동인 것을 알았던 경우, 학부모는
자녀에게 다른 장애 아동과 동일한 권리를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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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 규칙을 위반하기 전에 다음 중 어느
한가지라도 발생한 경우 교육구는 자녀가
장애아동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학부모가 서면으로 학교의 지도자나
교육구의 행정 직원에 우려를 표명했거나
자녀의 교사에게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표현했다.
• 학부모가 자녀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는
• 자녀의 교사 또는 교육구의 다른 직원이:
o 직접적으로 특수교육 부장에게 또는
교육구의 다른 관리 직원에게 자녀가
보이는 행동유형에 대한 구체적 우려
사항에 대해 표현을 했다.
다음의 경우, 교육구는 자녀가 장애아동이라고
알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학부모는:
1. 자녀가 평가를 받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또는
2. 자녀를 위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거절했다; 또는
• 자녀가 평가를 받았으며 장애 아동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다.
교육구가 징계 조치를 하기 전에 자녀가
장애아동인 것을 아는 경우,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장애아동들과 동일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징계를 받는 동안, 학부모나 다른 당사자가
자녀를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징계를 받는 동안, 학부모나 다른
당사자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자녀는 반드시
평가를 가능한 한 빨리 받아야 합니다.
자녀는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교육 서비스가
없는 정학 또는 제적을 포함해 학교 당국이
결정한 배치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적격의 전문인 그룹과
학부모는 자녀가 장애아동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합니다.
이 그룹의 판단은 교육구의 평가 정보 및
학부모가 제공한 정보를 참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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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장애 아동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육구는 자녀를 경찰과 법정에 알리고 자녀의
교육 기록을 경찰과 법정에 제공합니까?
IDEA 는 실제로 교육구 또는 서비스 기관이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를 해당 관리 당국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장애자 교육 개선법은 또한
주정부의 법 집행 기관 및 법정이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연방 및 주정부 법규를
적용하는 책임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교육구나 서비스 기관이 자녀가 저지른 범죄를
보고하는 경우, 교육구는 반드시 자녀의
특수교육 기록 및 징계 기록을 교육구나 서비스
기관이 범죄를 보고하는 당국과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를 보고하는 교육구나 서비스 기관은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ERPA)에 의해
허락되는 경우에 한해서 자녀의 특수교육 기록
및 징계 기록의 사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비공립 (사립) 학교
오하이오주에서 사립 학교는 비공립 학교라고
부릅니다.
어떤 종류의 비공립 학교가 있으며, 학부모와
자녀에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공립 학교는 민간인, 민간 기업 또는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두가지 종류의
비공립 학교가 있습니다: (1) 공인; 오하이오주에
의해 승인 받은 학교 및 (2) 비공인; 운영이
허가되었으나 주정부-승인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학교. ("정의 설명"
부분에서 비공립 학교의 정의 참조).
학부모에 의해 비공립 학교(공인 또는 비공인)에
배치된 학생도 다음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공립 교육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에서 자녀가 서비스를 받게 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장애아동을 교육구의 동의나 추천 없이 비공립
학교에 배치하기로 고려하고 있는 경우,
학부모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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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교육구의 동의나 추천 없이 비공립
학교에 배치하기로 고려하고 있는 경우:
• 거주지 교육구는 자녀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교육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교육구가 학부모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으나
학부모가 거절한 것을 의미함).
• 자녀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학부모의 거주지 교육구는 자녀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학부모가 자녀를 비공립 학교에 계속
등록시킬 의도를 확실히 하는 경우, 거주지
교육구는 자녀를 위해 IEP 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
• 자녀를 거주지 교육구 대신에 비공립 학교에
등록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 거주지
교육구는 자녀에게 이용 가능한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교육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 학부모는 해당 비공립 학교가 소재한
교육구(학부모의 거주지 교육구가 아닐 수
있음)에서 자녀를 평가 받을 권리가 있다.
• 비공립 학교가 소재한 교육구는 해당 비공립
학교와 접촉해 교육구 경비의 일부를 비공립
학교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사용할 방안에
대해 상의한다.
• 교육구는 교육구 경비의 일부를 자녀를 위한
서비스에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나,
교육구는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자녀에게는 서비스를
받을 개인적 권리가 없다.
• 교육구는 자녀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 교육구가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 서비스 계획은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IEP 와는 다르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학부모에 의해

오하이오주 공인 및 비공인 비공립 학교에
배치된 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안내
(Guidelines for Providing Services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Parentally Placed in Ohio
Chartered and Nonchartered Nonpublic Schools,
2005 년 9 월; 개정판, 2006 년 5 월; 개정판,
2008 년 7 월)를 참조하십시오. 오하이오주
교육부의 웹사이트, education.ohio.gov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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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색: Guidelines for Providing Services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안내)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
•

자녀가 출석하는 비공립 학교가 비공립 학교의
소재지 교육구와 접촉하여 경비의 일부를 비공립
학교의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사용할 방안에 대해
상의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경우, 학부모는 교육구에 직접 연락해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고소 제기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본
문서의 "고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비공립 학교가 소재한 교육구가 학부모의 거주지
교육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자녀에 관한 개인적 정보를 비공립 학교가
소재한 교육구와 학부모 거주지 교육구의 관리들
사이에서 공유하려면 반드시 학무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녀를 비공립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학부모가
포기하는 권리가 있습니까?
학부모는 자녀를 비공립 학교에 배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절차적 보호 권리가 동일하지
않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학부모에게는 자녀를 확인, 배치,
평가하는 교육구의 “아동 찾기 (child find)” 책임
이상의 적법 절차 권리가 없습니다; 학부모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구가
자녀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 그리고
교육구가 법에 언급된 대로 학부모에 의해
비공립 학교에 배치된 장애 아동 그룹에게 일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금액의 경비를 제공.
또한, 자녀가 공립 학교에 등록했을 경우에 제공
받았을 서비스의 종류 또는 분량에 대해
보장받지 못합니다.

고소: 학부모는 다음에 대한 서면 고소를
오하이오주 교육부에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 아동 찾기 (자녀의 확인, 배치 및 평가);
• 감별 및 평가;
• 교육구가 제공하기로 합의한 서비스의 수행;
• 교육구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자금의 양;
• 서비스 장소;
• 교통;
• 학급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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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립 학교에 혜택을 주지 않는 자금 요건;
공립 학교 직원의 사용;
비공립 학교 직원의 사용;
건물, 장비 및 공급품에 관한 요건.

공립 학교 교육구가 자녀의 비공립 교육의 전체
또는 부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교육구에서
받아 왔으며, 학부모가 자녀를 교육구에 의한
동의나 추천 없이 비공립 학교에 배치하는 경우,
적법 절차 심의 담당관 또는 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구가 비공립 학교 배치 비용을
학부모에게 환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교육구는 자녀에게 비공립 학교 등록
전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
• 자녀를 비공립 학교에 배치한 것이 적절하다.
심의 담당관 또는 법정은 주정부 및 교육구가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학부모의 배치(자녀를 비공립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학부모의 결정)가 적절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비공립 교육을 위한 상환
비용(교육구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심의
담당관 또는 법정에 의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공립 학교로부터 이동시키기 전
학부모가 참석한 가장 최근의 IEP 회의에서,
학부모는 제안된 배치(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구의 조처)를 거절한다고 IEP 팀에
통보하지 않았고, 학부모의 우려사항 및
자녀를 공공 (학부모 교육구의) 비용으로
비공립 학교에 등록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학부모는 자녀를 공립 학교로부터
이동시키기 전 최소한 영업일로 10 일 이전에
(영업일과 겹친 휴일을 포함해서), 교육구가
자녀에게 제안한 적절한 무상 공교육 조처를
거절한다는 서면 통보를 교육구에 하지
않았다. 이 서면 통지는 학부모의 우려사항에
대한 진술 및 자녀를 공공 비용으로 비공립
학교에 등록시키려 한다는 의도를 수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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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가 자녀를 공립 학교로부터
전학시키기 전에, 학교는 학부모에게 자녀를
평가하겠다는 의도를 통보했으나, 학부모는
자녀를 평가 장소에 데려오지 않았다; 또는
학부모가 조치한 행동이 불합리한
것이었다는 법적 판정이 있다.

학부모가 다음 중 한가지 이유로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비공립 학교 배치를 위한
상환금(학부모가 돌려 받는 금액)은 감소되거나
거절 당할 수 없습니다:
• 학부모가 영어를 읽거나 쓸 수 없다;
• 서면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 학교는 학부모가 그러한 통보를 못하게 했다;
또는
• 학부모가 절차적 보호 권리 통지(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 사본)를 받지
못했고,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자녀가 비공립 학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공립 학교 교육구가 선택하고 비공립 학교가
동의하는 경우, 자녀는 비공립 학교 건물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교통 수단이 제공되는가?
자녀가 공인 비공립 학교에 출석하는 경우,
자녀는 공인 비공립 학교에 출석하는 모든
비장애 아동과 동등한 수준의 교통 수단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비공인 비공립 학교에 출석하는 경우,
교통 수단이 자녀의 서비스 계획에 관련
서비스로 포함되지 않은 한, 교통 수단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공인 또는 비공인 비공립 학교에
출석하며, 자녀의 서비스 계획이 다른 장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장소로
왕복하는 교통 수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통 수단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 자녀의 비공립
학교와 집 사이 또는 집과 서비스 장소 사이에서
오가는 동안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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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설명
기준
행정적 검토
해당 교육구의 교육감에게 자녀의 평가, 교육
배치 또는 특수교육의 제공에 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회의.

성년 연령
특수교육의 권리가 학부모에서 자녀에게
이전되는 연령(오하이오주 경우 18 세). 반드시
자녀가 18 세 생일을 맞기 최소한 1 년 전에
자녀에게 이러한 권리에 대해 설명("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이란 무엇인가?" 사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연간 목표
자녀의 IEP 에 포함된 진술로써 자녀가 1 년 동안
성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가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 또는 수단:
• 현재의 학업 성과 및 교육적 필요;
• 서비스에 대한 자격;
• 목표 성취를 향한 발전;
• 장애 범주.

보조 기술 장비
장애 자녀의 능력을 증대,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장비 또는 제품. 이 용어는
수술로 이식되는 의료 기구 또는 그러한 기구의
교체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조 기술 서비스
장애 아동이 보조 기술 장비를 선택, 획득 또는
사용하는데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모든 서비스.
• 자녀의 필요에 대한 평가;
• 장애 아동을 위한 보조 기술 장비의 제공;
• 보조 기술 장비와 함께 사용되는 기타 요법
또는 서비스의 협력 조정 및 사용;
• 장애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가족을 위한
훈련 또는 기술 지원;
• 아동의 주요 생활 기능에 관계된 전문인을
위한 훈련 또는 기술 지원.

행동 개입 계획
학교 환경에서 적절하지 않은 아동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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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의 특정 시간에 자녀가 알아야 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
기준은 자녀의 연간 목표를 향한 발전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가 및 언제 도달했는가를
설명합니다.

사례 심리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녀 및 자녀의 IEP 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는
비공식 회의.

징계에 따른 배치의 변경
자녀를 징계적 이유로 학교에서 이동 조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배치의 변경이라고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이동 조치가 동일한 학년도에 연속된
수업일로 10 일을 초과한다; 또는
• 자녀가 다음의 이유로 행동유형을 보이는
일련의 이동 조치를 받았다:
o 일련의 이동 조치를 합치면 한 학년도에
10 일을 초과;
o 예전에 일련의 이동 조치를 초래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자녀 행동을 보임;
o 각 이동 조치의 기간, 자녀가 이동 조치를
당한 시간의 총계, 각 이동 조치간의
가까운 간격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

장애 아동
(a) “장애 용어 정의 설명” 항목에 수록된 장애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는 장애아동 또는 (b),
교육구의 선택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본
항목의 이하 정의 설명 참조)을 의미합니다.

커뮤니티 스쿨
모든 교육구 및 주정부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독립되었으며 개정 법전 제 3314 장에 따라
창설된 공립 학교. 커뮤니티 스쿨은 장애 아동의
교육의 경우 개정 법전 제 3323 장 및 행정 법전
제 3301-51 장에 따라 교육구로 간주됩니다.

고소장
학부모 또는 기타 당사자가 교육구 또는 공공
기관이 아동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격 또는 수령과 관련된 법규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오하이오주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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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아동 전담실에 제기하는 정식 서면 작성
문서(양식).

대안 배치 옵션의 연속
(교육 환경)
특수 교실 또는 특수 학교, 집, 병원 및 공공
단체에서의 교육; 정규 학습과 함께 장애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는 보완 서비스(예를 들면,
자료실, 방문 강사 등)를 포함하는 서비스의 선택.

조기 개입 서비스(EIS)
출생에서 2 살까지의 장애 아동 또는 발달 지체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

평가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 및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절차.

평가 팀
주해: 특정 장소에서 장애 아동이 보내는 시간
양의 변화는 배치(교육적 환경)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학부모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변경 또한 새로운 배치가 이전
건물과 유사한 환경(예를 들면, 자료실)인 경우
학부모의 허락이 필요한 배치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정규
교실에서 파트 타임으로 또 자료실에서 파트
타임으로 있다가 새로운 건물로 가서 정규
교실에서 파트 타임으로 또 자료실에서 파트
타임으로 보내는 경우, 학부모의 허락이 필요한
배치의 변경이 아닙니다. 자녀가 정규 교실에서
4 과목 그리고 자료실에서 2 과목을 학습하다가
새로운 건물로 가서 정규 교실에서 3 과목 그리고
자료실에서 3 과목을 학습하는 경우, 이것은
학부모의 허락이 필요한 배치의 변경이 아닙니다

발달 지연
적격의 전문인들로 구성된 평가 팀이 다음
분야에서 한가지 이상 지연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는 3-5 살의 아동: 신체적 발달; 인지 발달;
의사소통 발달; 사회적 또는 정서적 발달; 또는
적응적 발달. 이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장애 범주
대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지 장애; 정서적
불안; 발언 또는 언어 장애.

적법 절차
2004 년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에 열거된
학부모 및 장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적법 절차 고소 및 적법 절차 심의
공정 적법 절차 심의는 학부모 또는 공공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공식 심의입니다. 이
심의는 아동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격 또는 수령과 관련된 적법 절차 고소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녀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팀 및
필수적이라고 고려되는 기타 적격의 전문인들.

적절한 무상 공교육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
공적 감독하에 학부모의 부담이 없이 공공
비용으로 제공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이
서비스는 반드시 오하이오주 교육부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적절한 주 내의 프리스쿨, 초등
학교 또는 중등 학교 교육을 포함해야 하고;
그리고 아동의 IEP 에 근거해야 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FBA)
인터뷰, 직접 관찰 및 기타 학생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는 절차. 이 절차는 자녀의
환경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롯해 긍정적인 결과 및 피드백을
도출하기 위해 자녀에게 어떤 대체 행동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의 일부로
사용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에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행동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어떤 환경에서 그 행동이
발생했는가? 자녀의 치료 약물에 변화가
있었는가? 자녀가 치료 약물을 적절한 시간에
받았는가?

기능적 직업 평가
이 절차는 학생의 작업 특성을 비롯해 실제 작업
요건과 관련된 훈련 및 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학생을 위해 최적의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 기능적 평가 정보가 수집됩니다.

일반 교과 과정
장애가 없는 아동을 교육시키는 동일한 교과과정.

노숙 아동
2010 년 7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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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Kinney-Vento 노숙자 지원 법령(42 U.S.C.
11434a), 개정 42 U.S.C. 11431 et seq. 항목에서
“노숙 아동 및 청소년” 용어를 참조하십시오
IDEA
108 차 국회 회기에서 2004 년 12 월 3 일에
제정된 20 U.S.C. 1400, 공법 108-446 의 2004 년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2004 년 장애자 교육
개선법(IDEA).

독립 교육 평가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IEE)
교육구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훈련된 전문인이
수행하는 자녀에 대한 평가.
개별 교육 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연방 및 주정부 규정에 따라 자녀를 위해 개발,
검토 및 개정된 서면 진술서.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
장애 아동을 위한 IEP 의 개발, 검토 및 개정
책임을 진 사람들의 그룹.

일시적 대체 교육 환경 (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 IAES)
자녀가 징계를 받을 때, 교육구는 자녀를 현재의
교육 배치(환경)에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의 IEP 팀은 자녀를 위해 일시적 대체 교육
환경 (IAES)이라고 하는 적절한 임시 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모든
학교 관리가 IAES 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 학교, 학교 부지 또는 교육구나 오하이오주
교육부 관할 하에 있는 행사에 무기를 가져
오거나 소지했다;
• 학교, 학교 부지 또는 교육구나 오하이오주
교육부 권한 하에 있는 행사에서 의도적으로
불법 약물을 소유, 사용하거나, 규제 물질을
매입하거나 매입 또는 매수하려고 시도한다;
또는
• 학교, 학교 부지 또는 교육구나 오하이오주
교육부 권한 하에 있는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촉진
자녀를 위해 IEP 를 개발하는 IEP 팀에 훈련되고
중립적인 전문인이 협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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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보조 팀 (Intervention Assistance Team,
IAT)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계획하고자 자녀 학교의 교육자로 구성된
팀. 자녀에 관한 IAT 회의에 참여하도록 학부모가
초대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제한 환경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
장애 아동(공립 또는 비공립 학교 또는 기타 보호
시설의 아동 포함)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받습니다. 장애 아동은
보충 지원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정규 교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장애가 심한
경우에만 정규 교육 환경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제한된 영어 능력 (Limited English Proficient,
LEP)
자녀가 영어로 말하고, 읽고 또는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되었거나 또는 없는 경우. 이 용어의
정의는 또한 1965 년 초등 및 중등 교육 법안의
9101 항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명시 결정
자녀의 품행의 원인이 장애이거나 또는 장애의
결과로 초래되었다는 결정. 이 결정은 교육구,
학부모 및 IEP 팀의 관련 일원이 내립니다 (“관련
일원”은 학부모와 교육구에서 결정).

중재
중재자라고 하는 훈련되고, 공정한 제 3 당사자가
인도하여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자발적인 과정. 중재자는 오하이오주 교육부가
관리하는 중재자 명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정
자녀의 개별적인 교육적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학교, 작업 또는 환경에 가해지는 변경.

모국어
1.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자의 경우:
• 해당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혹은 자녀의 경우, 다음에 언급된 바를
제외하고, 자녀의 학부모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 자녀와의 모든 직접적인 접촉(자녀의
평가를 포함)에서 자녀가 집 또는 학습
환경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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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머거리이거나 맹인 혹은 문자 언어가 없는
사람의 경우, 해당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 (예를 들어, 수화, 점자 또는
언어 의사소통 등).

비공립 학교
비공립 학교는 민간인, 민간 기업 또는 민간
단체에 의해 조직되고 유지되는 학습을 위한
기관입니다. 공인 비공립 학교는 "사립 학교"로
간주되며, 반드시 행정 법전 제 3301 장-51 절에
확립된 적용 가능한 오하이오주 교육 기관을
위한 운영 규범에 부합해야 합니다. 비공인
비조세-지원 학교들은 뿌리 깊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주정부 교육 위원회에 의한 공인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당사자 이상이 본 조항의 (A)에 의거
부모 역할을 할 자격이 될 때, 생물학적 또는
양자결연의 부모가 자녀를 위한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한,
생물학적 또는 양자결연의 부모는 본 조항의
목적상 부모로 추정됩니다.
(C) 만일 사법 법령 또는 명령이 본 조항의
(A)(1)에서 (3)까지의 정의 하에서 특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이 자녀의 “부모” 역할을
하도록 또는 자녀를 위해 교육적 결정을
내리도록 지정할 경우, 그러한 사람 또는
사람들은 본 조항의 목적상 “부모”로
결정됩니다.
주해: 18 세 연령의 학생은 자신을 위해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

목표
자녀가 연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단계로서
반드시 숙달해야 하는 좀더 작고 다루기 수월한
학습 과제. 목표는 연간 목적에 설명된 기능을
별개의 구성 요소로 세분화되며, 목표를
달성하면 자녀는 연간 목표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부모
(A) “부모”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자녀의 생물학적 또는 양자결연의 부모.
수양 부모는 해당되지 않음. (주해: 수양
부모는 오하이오주 법에 의해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수양 자녀의 법적 보호권을 수양
부모가 아니라 아동 서비스 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 수양 부모는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대리 부모로 임명될 수
있음);
(2) 자녀의 부모 역할을 하도록 또는 자녀를
위해 교육적 결정을 내리도록
일반적으로 승인을 받은 보호자
(주정부는 자녀가 주정부의 피보호자인
경우에도 그러한 권리가 없음);
(3)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생물학적 또는
양자결연의 부모(조부모, 의붓부모 또는
기타 친척 포함)의 대리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자녀의 복지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4) 연방 규정 34 C.F.R. 300.519 항 또는
IDEA 법의 639(a)(5)항에 따라 임명된
대리 부모;
(B) 본 정의 설명의 (C)조항을 제외하고, IDEA
파트-B 하에서 부모 역할을 시도할 때 그리고
2010 년 7 월 1 일

배치
장애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서비스 장소 및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프리스쿨 장애 아동
1. 최소한 3 살의 연령에서 6 살에 못 미친
연령의 아동;
2. 장애 아동의 정의에 부합하거나 또는
교육구의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아동: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발달
지연을 경험한다: 신체적 발달; 인지
발달; 의사소통 발달; 사회적 또는 정서적
발달; 또는 적응적 발달;
• 이 때문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

프리스쿨 특수교육
3 살에서 5 살 사이의 장애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계획된 교육.

현재의 성과 수준(PLOP)
자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작성된 진술서. 이
정보에는 현재 IEP 에서의 자녀의 발전, 평가 팀
보고서, 학부모 및 자녀가 제공한 의견, 개입 조치,
평가, 관찰, 특수 요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자녀의 강점과 필요성을 포함해 자녀에
대한 “그림”를 제공합니다.

절차적 보호
적절한 무상 공교육과 관련해 장애 아동 및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연방 및 주정부 법과
규정에 확립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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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제공의 책임이 있는
교육구, 카운티 정신 지체인 및 발달 장애인
위원회, 기타 교육 서비스 기관, 커뮤니티 스쿨 및
기타 주정부 정치 부서.

장애 아동의 특별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으로서, 학부모의 부담이
없이 제공되며, 교실, 집, 병원, 공공 기관 및 기타
환경에서의 교육이 포함되고, 체육 교육을
비롯해 연방 규정 34 C.F.R. 300 에 명시된
조건을 포함합니다. 39.

공공 비용
교육구에 의해 지불되거나 또는 학부모 부담이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

재평가
자녀가 계속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자녀의 교육적 필요에 대한 판단 과정.

평가 의뢰

표준화 검사 (Standardized Tests)
매번 같은 방법으로 제공되는 검사로서, 다양한
기능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IQ 테스트, 성취도 또는 언어,
발달, 적응적 행동, 행동 평가 및 소 근육 운동, 대
근육 운동을 비롯해 시각 인식 테스트 등이
표준화 검사의 실례입니다.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장애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자녀에 대해 첫 번째 평가 또는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구 또는
기타 교육 서비스 기관의 요청.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항소한 적법 절차 심의의
검토. 이 검토는 특수 아동 전담실이 임명한
주정부 차원의 검토 관리가 수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제자리 있기(Stay-Put)

자녀가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교통,
발달, 교정 및 기타 지원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연방 규정 34 CFR 300.34 에 기재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적법 절차 심의 기간 중 자녀의 교육적 상태.
주정부 또는 지역 서비스 기관 그리고 학부모가
다르게 동의하지 않는 한, 자녀는 반드시 현재의
교육적 환경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해결 회의 촉진

보충 지원 및 서비스

훈련된 중립의 전문인이 교육구가 준비한 해결
회의에 초대되어 적법 절차 고소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것을 해결 회의 촉진이라고 부릅니다.
“촉진자”는 학부모와 IEP 팀 회원의 이견을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정규 교육 수업, 기타 교육 관련 환경, 그리고
과외 활동 및 비학업 환경에서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 및 기타 보조를 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 아동이 가능한 많이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구

대리 학부모

시, 지역, 면제 마을 교육구 또는 커뮤니티 스쿨.

주정부 차원의 검토

장애 아동의 학부모가 거주하는 교육구. 자녀가
커뮤니티 스쿨에 등록해 있는 경우, 커뮤니티
스쿨은 자녀의 거주지 교육구로 간주됩니다.

대리 학부모는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 및
수령에 관련한 모든 문제에서 장애 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리 학부모는
학부모를 확인 또는 찾을 수 없거나, 또는 아동이
주정부의 피보호자 또는 동반자 없는 노숙
청소년인 경우에 지정됩니다.

서비스 계획

정학

거주지 교육구(DOR)

학부모에 의해 비공립 학교에 배치되었고,
서비스 적격 대상으로 지정된 장애 아동에게
교육구가 제공할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서면 진술서. 이 계획은 서비스의 장소 및
필요한 교통 수단을 포함합니다.

교육구가 행동 위반으로 인해 자녀를 현재의
교육 배치(환경)로부터 연속해서 10 일까지
이동하는 경우.

특수교육
2010 년 7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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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서비스
16 세 이하 연령의 아동을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장애 아동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이 있는 서비스. 이전
서비스는 고등 교육; 직업 훈련; 취업; 평생 및
성인 교육; 성인 서비스; 독립 생활 또는 지역사회
참여 등을 포함해 자녀가 학교에서 성인 사회로
진학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진학 서비스는
개별적인 아동의 필요사항에 따라 다르며,
아동의 강점, 선호 사항 및 관심사를 참작합니다.
진학 서비스는 교육;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 경험;
고용 개발 및 기타 성인 생활 목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일상 생활 능력 개발 및 기능적
직업 평가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14 살 이하의
아동의 경우, IEP 팀에 의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서비스는 학생의 학습 과정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피보호자
“주정부의 피보호자”라는 용어는 거주지
주정부에 의해 수양 자녀, 주정부의 피보호자,
또는 공공 복지 기관의 보호를 받는 아동으로
결정된 자입니다.

2010 년 7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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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용어 정의 설명

자폐증(Autism)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
반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 장애로서,
일반적으로 3 살 이전에 확실히 나타나고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폐증과
관련된 기타 특징에는 반복적인 행동에 몰두,
틀에 박힌 움직임, 환경 또는 일상 일과의 변화에
대한 저항, 감각적 경험에 대한 이례적 반응 등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아동의 교육 성과가 주로
아동의 심각한 정서적 불안으로 악영향을 받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세 이후 자폐증의
특징이 나타나는 아동이 본 정의 설명의 처음 두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폐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인지 장애
일반 지능이 심각하게 평균 이하인 상태로
적응적 행동의 장애(즉, 적응력의 부족)가
공존합니다. 이 장애는 아동의 발달 기간 동안에
나타나고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귀머거리-맹인
청력 및 시력 장애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장애의 결합은 매우 심각한 의사소통 그리고
기타 개발 및 교육적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귀머거리-맹인 장애 아동은 귀머거리 아동이나
맹인 아동만을 위해 고안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적응시킬 수가 없습니다.

귀머거리
청각 장애가 극히 심해 소리의 증폭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아동이 청각을 통해 언어를 처리할 수
없으며, 교육 성과가 영향을 받습니다.

정서적 불안
아동의 교육 성과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특징이
나타나는 상태:
• 이지적, 감각적 또는 건강적 요인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학습 장애;
• 급우 및 교사와 만족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장애;
•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종류의 행동 및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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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불행감 또는 우울증; 또는
• 개인적 또는 학교 문제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향.
이 용어는 정신 분열증을 포함합니다. 이 용어는
심각한 정서적 불안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적응이 잘못된 아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각 장애
영구적이든지 또는 변동이 있든지 자녀의 교육
성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만 귀머거리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청각 손상.

복합 장애
동시에 나타나는 장애로서 (인지 장애-맹인 및
인지 장애-지체 장애 등) 여러 장애의 결합이
심한 교육적 문제를 초래하므로, 어느 한가지
장애 만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적응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용어는 귀머거리-맹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체 장애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한
지체 장애. 이 용어는 선천적 기형으로 초래되는
장애를 포함합니다 (예; 만곡족, 일부 지체 결손);
질병으로 인한 장애 (예; 소아마비, 골 결핵); 다른
원인으로 인한 장애 (예; 뇌성 마비, 지체 절단,
연축을 초래하는 골절 또는 화상).

기타 건강 장애
교육적 환경에 대해 제한된 민감성을 초래하는
제한된 힘, 체력 또는 민감성을 가진 상태. 환경적
자극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경우를 포함하며,
천식, 주의력 결여 장애, 주의결핍
과잉활동장애(ADHD), 당뇨병, 간질, 심장병,
혈우병, 납중독, 백혈병,급성 신장염, 류머티즘성
고열, 겸상 적혈구성 빈혈, 투렛 증후군(Tourette
Syndrome) 등에 기인하고 아동의 교육 성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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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학습 장애
구두 또는 서면 언어의 이해 또는 사용에 관련된
기본적인 심리적 절차의 기능 장애로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쓰기, 스펠링, 또는 수학적
계산 등에 있어서 불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지각 장애, 뇌 손상, 미세
뇌기능 장애, 난독증, 발육상 실어증 등을
포함합니다.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시각, 청각
또는 운동 능력, 인지 장애, 정서적 불안 또는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손실에 따른 학습 문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술 또는 언어 장애
아동의 교육 성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말
더듬기, 명료한 표현 장애, 언어 장애 또는 음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등과 같은 의사소통 장애.

외상성 뇌 손상
외부의 물리적 힘 또는 뇌졸중, 무산소증, 전염병,
동맥류, 뇌종양, 내과적 또는 수술 치료로 인한
신경적 상해 등을 포함하는 기타 의료적 상태로
초래된 뇌 손상. 이러한 손상은 아동의 교육
성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 기능 장애 또는 심리적 장애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초래합니다. 이 용어는 개방 또는 폐쇄 뇌
손상을 비롯해 기타 후천성 뇌 손상을 초래하는
의료적 상태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손상은 인식;
언어; 기억; 주의력; 추론; 추상적 사고; 판단;
문제 해결; 감각; 인식; 운동 능력; 심리적 행동;
신체적 행동; 정보 처리; 언어 등 한가지 이상에서
장애를 초래합니다. 이 용어는 선천적, 퇴행성 뇌
손상 또는 출산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맹인을 포함한 시각 장애 시력 교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교육 성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시각 장애. 이 용어는 부분적 시각 장애와
맹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시각 장애와 아동:
• 근본적으로 지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력 교정 후 측정 시력 20/70
이하의 결과가 나타난 시력 장애; 또는
• 교육 환경에서 특수교육 배치, 재료 및/또는
서비스가 요구될 정도로 시각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눈의 상태.

유효 일자: 2010 년 6 월 14 일
이전의 유효 일자: 2000 년 2 월; 2004 년 11 월; 2004 년 11 월 부록: 유효 일자 2005 년 7 월 1 일; 2005 년
9 월 (기술 교정 9/23/2005, 11/7/2005, 11/17/2005); 2007 년 3 월 1 일;
2007 년 3 월 1 일: 2007 년 4 월 3 일 교정; 2008 년 7 월 1 일: 부록 2009 년 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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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고소 및
적법 절차를 위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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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아동 전담실

직접 중재 요청서
본인은 자녀의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의 교육구와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본인을 대신해
교육구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ÀÏÀÚ:
자녀의 이름;

자녀의 학년:

자녀의 학교 및 출석 교육구:

학부모 이름 (인쇄체):

학부모 서명:

주소:

시, 주 및 우편번호:

전화번호:

다음 주소로 우송 및/또는 팩스 해 주십시오:
Ohio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Mediation Coordinator
25 South Front Street, Mail Stop 202
Columbus, OH 43231-4183
전화: (614) 752-1679
팩스: (614) 728-1097

직접 중재 요청서, 2008 년 7 월 1 일자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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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아동 전담실

앞: Assistant Director of Procedural Safeguards
25 South Front Street, 2nd Floor, MS 202
Columbus, OH 43215

고소장
고소인 이름:
고소인의 학생과의 관계:
고소인 주소:
시, 주 및 우편번호:
고소인 전화번호:
직장: (
집: (

) 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선택 사항)
학생 이름:
학생 주소 (고소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

학생의 연령:

학생의 학년:

학생의 확인된/의심되는 장애 분야:
학생의 거주지 교육구:
학생이 출석하는 학교의 이름:
자녀가 자폐증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체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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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한 문제에 대한 설명:

_위반 날짜:
* 34 C.F.R. §300.153 (c) [고소의 제기]에 의거, 주장되는 위반 날짜는 본 고소를 제기하는 날짜에서 1 년 이전이 될 수
없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안사항이 고려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오하이오주 교육부
특수 아동 전담실에 의해 결정됩니다.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한 문제에 대한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반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4 C.F.R. §300.153 (c) [고소의 제기]에 의거, 주장되는 위반 날짜는 본 고소를 제기하는 날짜에서 1 년
이전이 될 수 없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안사항이 고려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오하이오주 교육부
특수 아동 전담실에 의해 결정됩니다.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한 문제에 대한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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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반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4 C.F.R. §300.153 (c) [고소의 제기]에 의거, 주장되는 위반 날짜는 본 고소를 제기하는 날짜에서 1 년
이전이 될 수 없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안사항이 고려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오하이오주 교육부
특수 아동 전담실에 의해 결정됩니다.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한 문제에 대한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반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4 C.F.R. §300.153 (c) [고소의 제기]에 의거, 주장되는 위반 날짜는 본 고소를 제기하는 날짜에서 1 년
이전이 될 수 없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안사항이 고려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오하이오주 교육부
특수 아동 전담실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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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한 문제에 대한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반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4 C.F.R. §300.153 (c) [고소의 제기]에 의거, 주장되는 위반 날짜는 본 고소를 제기하는 날짜에서 1 년 이전이 될 수
없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안사항이 고려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오하이오주 교육부 특수 아동
전담실에 의해 결정됩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접촉하신 학교 관리의 이름을 기재해 주십시오(이름 및 직책 포함).
이름/직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소인의 서명:

34 C.F.R. 300.153 에 의거 본 양식은 반드시 서명되어야 하며, 서명이 없으면 처리될 수 없고 서명을 위해 귀하에게
반송됩니다.
• 특수 아동 전담실은 실제 서명이 있는 공식 고소장만을 접수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34 C.F.R. 300.153 (c)에 의거, 고소장의 사본은 반드시 상대 피고 교육구에 보내야 합니다.
 본 고소의 사본을 피고 교육구의 교육감에게 발송하신 경우, 이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사항임을
주의하십시오)
OEC 의 검토가 종료되면, 고소인이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동의를 얻어 제출하지 않은 한, 판정은 학부모 또는
성년이 된 학생 및 교육구에게만 발급됩니다. 고소인이 정보공개에 필요한 동의를 득하지 않은 경우, 고소인은 모든
확인된 불이행 부분이 검토되었다는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주해: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양식 대신에, 고소인은 자신의 고소 양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는
반드시 연방 규정 34 C.F.R. §300 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153.
모든 고소장을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Ohio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Attn: Assistant Director of Procedural Safeguards
nd
25 South Front Street, 2 Floor, MS 202
Columbus, OH 43215
본 양식 작성 또는 고소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614) 466-2650 의 번호인 특수 아동 전담실로 연락
주십시오.
유효 일자: 2009 년 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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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 고소 및 적법 절차 심의 요청
사용 설명서
모든 난에 요청된 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녀의 이름, 생일 및 학년
2. 장애 범주: 현재 자녀에게 적용되는 모든 장애의 목록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녀가 장애 아동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장애가 확인 되지 않았음"이라고 준비된 난에 언급해 주십시오.
3. 자녀의 거주지 주소; 또는 노숙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
4. 자녀가 출석하는 학교의 이름 및 주소.
5. 학부모의 이름 및 주소 (주소가 자녀와 다른 경우): 또는 노숙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이용 가능한 아동의 연락처
정보: “노숙” McKinney-Vento 노숙자 지원 법령, 42 U.S.C. 11434a(2)의 725(2)항의 의미에서 노숙을 의미함; 및
전화번호.
6. 중재: 중재는 주정부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중재에 참여하는 것은 완전히
자발적이며 반드시 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자는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제책을
상의하는 날짜를 조처합니다. 중재는 적법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지만, 중재 회의는 통상 적법 절차 심의가 열리기
전에 일정이 잡힙니다. 중재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 해당 난을 점검해 보십시오,
7. 문제에 대한 설명 및 문제와 관련된 사실: 적법 절차 심의 요청의 근거가 되는 문제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와
관계된 사실을 기입하십시오, 문제의 실례 문제는 교육구가 자녀의 IEP 집행에 실패한 것입니다. 문제와 관계된
사실의 실례: 자녀는 자녀의 IEP 에 명시된 구술 및 언어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8. 제안된 해결책에 대한 설명: 학부모에게 당시에 알려져 있고 이용 가능한 한도에서 학부모가 제안하는 해결책을
기술합니다. 제안된 해결책의 실례: 자녀가 자녀의 IEP 에 명시된 구술 및 언어 서비스를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9. 변호사 또는 대리인: 본 사례를 대표하는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학부모 또는 LEA 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모든 적법 절차 서신 왕래 및 정보를 학부모
또는 LEA 가 아니라 변호인 또는 대리인에게 발송 됩니다.
10. 서명: 심의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고소 통지서/적법 절차 요청서를 인쇄체로 작성, 서명 및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11. 해당되는 경우, 급속 심의: 학부모는 징계차원의 이동 배치에 관한 결정 또는 명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급속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 기관(LEA)은 자녀의 현재 배치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 또는 다른 사람의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사실상 크다고 생각할 경우에만 급속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속 심의는 다른
이유로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12. 요청서 제출 작성된 요청서의 원본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사본을 Ohio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Procedural Safeguards, 25 South Front Street, Columbus, Ohio 43215-4183 로 보내거나
팩스로 (614) 728-1097 으로 보내십시오.
주해: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양식 대신에, 고소인은 자신의 고소 양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는
반드시 연방 규정 34 C.F.R. §300 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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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요청의 원인이 되는 자녀의 이름

자녀의 생녀월일
(월/일/년)

학년

장애 범주

자녀의 거주지 주소; 또는 노숙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

자녀가 출석하는 학교의 이름 및 주소

학부모의 이름 및 주소 (주소가 자녀와 다른 경우). 자녀의
거주지 주소, 또는 노숙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아동의 이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

전화번호
(
)
낮 시간 전화번호
(

)

이중 언어 또는 수화 통역자 요청
예

아니오

예인 경우, 언어/의사소통 방식을 명기하십시오

교육감 이름 및 거주지 교육구
중재
예

아니오 중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설명 (제안된 해결책 또는 배치의 변경 또는 적절한 무상 공교육의 제공에 관한 자녀의 문제 성격을
상세히 기술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페이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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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 고소 및 적법 절차 심의 요청 (계속)
문제에 대한 설명 (계속)

사실 (상기 설명된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페이지 첨부).

학부모가 추진하고 제안한 해결책에 대한 설명 (당사자에게 당시에 알려져 있고 이용 가능한 한도에서 제안된
문제의 해결책 기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페이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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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 또는 LEA 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이
부분이 작성되는 경우, 모든 적법 절차 서신 왕래 및 정보를 학부모
또는 LEA 가 아니라 변호인 또는 대리인에게 발송 됩니다.

전화번호
(

)

팩스 번호
(

)

심의를 요청하는 당사자 (하나만 체크):
______ 심의의 원인이 되는 아동의
부모/보호자

심의를 요청하는 당사자 이름 (인쇄체)

______ 거주지 교육구(교육감)
______ 기타 교육 기관 (이름):

심의를 요청하는 당사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
______ 18 세 이상 21 세 이하의 장애 학생

서명 날짜

급속 심의 요청
(이 부분은 급속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급속 심의는 다음 중 한가지 이유가 적용될 때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급속 심의를 요청합니다 (다음 중 하나만
체크):
______ 징계차원의 이동 배치에 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______ 명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육구: 교육구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급속 심의를 요청합니다:
______ 자녀의 현재 배치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 또는 다른 사람의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사실상
크다고 생각됩니다.

요청서 제출: 작성된 요청서의 원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고, 사본을 Ohio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Procedural Safeguards, 25 South Front Street,
Columbus, Ohio 43215-4183 로 보내거나 팩스로 (614) 728-1097 으로 보내십시오: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양식 대신에, 고소인은 자신의 고소 양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는 반드시 연방 규정 34 C.F.R. § 300.508 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1 페이지에서 사용 설명서 참조.
7/1/2005, 개정. 2/1/ 2007, 개정. 7/1/2008; 개정. 8/2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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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아동 전담실

철회
적법 절차 및/또는 고소 철회 양식
고소 및/또는 적법 절차 철회에 한해서 작성

사례 번호:

고소 철회

적법 절차 철회

다음 당사자들 간의 중재 또는 조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는(이하 “당사자들”이라 칭함)

당사자들 간에 상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의의 결과로서,
이와 같이 고소를 철회합니다
고소 상대
고소 제기일

.

학부모 서명:

ÀÏÀÚ:

교육구 대리자 서명:

ÀÏÀÚ:

증인 서명:

ÀÏÀÚ:

다음 주소로 우송 및/또는 팩스해 주십시오:
Ohio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
Mediation Coordinator
25 South Front Street, Mail Stop 202
Columbus, OH 43231-4183
전화: (614) 752-1679
팩스: (614) 728-1097
2008 년 7 월 1 일부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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