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Adobe Reader가 9 일 이전에 양식을 시작했다. 귀하의 "마우스를"또는 "탭"필드 사이를 이동하고, 마우스 키를 사용하여 확인란을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드를 완료한 후, 하드 향후 업데이 트를 클릭하거나 인쇄 버튼을 드라이브에 문서를 저장할 수있습니다.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검토에 대한 학부모/보호자 동의서
날짜:

학생 성명:

학생 생년월일:

귀하
(학부모/보호자 성명)

귀하의 자녀는 최근 회의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검토 대상자로 추천되었고 이에 따라 개별 교육 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약칭 IEP)이 준비되었습니다. 교육구 (school district)가 귀하의 자녀를 위한 IEP에 명시된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보에 근거한 귀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동의는 자발적이며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동의 이후부터 철회 이전까지의 활동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 동의함

IEP에 명시된 자녀의 최초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본인은 제안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해당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는 IEP의 내용과 일치한다.
본인의 동의는 자발적이다. 본인은 지속적인 서비스 및 서비스/배정 변경에는 동의가 요구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본인은 매년 자녀의 IEP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갖는다.
본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심리 절차를 비롯한 절차적 보호에 대한 설명 (Explanation of
Procedural Safeguards)의 사본을 수령했다. 본인은 학교 직원으로부터 해당 서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
본인은 IEP 준비 이후 10일이 넘지 않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IEP에
따라 나의 자녀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동의하지 않음

IEP에 명시된 자녀의 최초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교육구가 내 자녀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제공할 요건을
침해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 서류 수령 여부

☐ IEP 프로그램 자격 요약 (Eligibility Summary) 사본
☐ IEP 사본
☐ 기타

(학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2022년 1월부터 3살 생일 이전에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고 있고 IEP 대상자로 확인된 생일이 5월 1일에서 8월 31일 사이의 어린이는 3살 생일
이후 새 학년이 시작될 때까지 조기 개입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고 보육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프리스쿨 어린이의 입학과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프리스쿨 어린이의 입학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은 자녀가 3살 생일 이후 새 학년이 시작될 때까지 보육 서비스를 연기하는 것을 수락한다.
☐예

☐ 아니요

☐해당 없음

이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거나 귀하와 자녀의 권리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직책:

전화번호:

감사합니다.

(서명)

성명:
ISBE 34-57F Korean (1/22)

인쇄

초기화 양식

직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