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형의 권리 선언
장애아의 부모로서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에 참석하고 귀하의 자녀의 이해를 대변.

2.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에서 변호인 또는 전문가를 이용.

3.

귀하의 자녀에 대한 평가서의 사본을 받고,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공공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

4.

평가 절차의 일부로 외부 출처의 서면 보고서를 제공.

5.

귀하의 자녀와 관련된 모든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사본을 수신.

6.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초등 및 중등 교육국에 대한 소원
제출을 포함한 소원 절차를 이행하고, 유급 중재를 지정하고, 공정 적법절차 청문회를 갖고,
적법절차 결정을 법원에 상소.

7.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의 검토 및 IEP의 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결정에 참여하고, 귀하의
자녀의 교육 배치를 변경하거나 적절한 무상 공공 교육을 제공받기 전에 조치에 대한
통지서를 수신.

8.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 및 최대한 적절한 한도에서 일반 교실에 귀하의 자녀를 배치.

9.

영어 구사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 효과적인 의사교환을 위한 도움을 요청.

10. 귀하의 자녀를 위한 무상 공공 교육 및 귀하의 자녀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교육 및 보조 기술 장치 및 서비스와 같은 관련 서비스, 교통편, 언어 병리학 서비스, 청각
서비스, 통역 서비스, 행동 간섭을 포함한 심리학 서비스, 물리 요법, 작업 요법,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재활 상담을 포함한 상담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및
이동성 서비스, 학교 위생 서비스, 학교 양호 서비스, 사회 복지 서비스, 학부모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진단 및 평가 목적의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초중등교육부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출신국, 성별, 장애 또는 연령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교육국 프로그램 및 교육국 서비스, 활동 및 시설의 위치에 대해서는 Jefferson State Office Building, Civil Rights Compliance (Title
VI/Title IX/504/ADA/Age Act), 5th Floor, 205 Jefferson Street, Jefferson City, Missouri 65102-0480; 전화 번호 573-526-4757 또는
Relay Missouri (800) 735-2966 으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이 문서는 연방 또는 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리 외에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으며 정보 제공만을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초등 및 중등 교육국,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특수 교육부),
(573) 751-0699 또는 webreplyspeco@dese.mo.gov 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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