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 중재 회의의 장점
은 무엇입니까?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개선합니다.
IEP 회의가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합니다.

뉴욕 주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IEP 중재를 제공할 수 있
는 교육청은 어디입니까?
IEP 중재 프로그램은 향후 3년 동안
진행되는 시범 프로젝트로서 다음
과 같은 지역에 적용됩니다.


롱아일랜드의 모든 교육청
뉴욕 주에서 선정된 일부 지역



합의점과 비합의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및 경청
방법을 제시합니다.

IEP 중재자는 어떤 사람들입
니까?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새로운 선택을 찾아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IEP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펼칠 수 있
도록 지원합니다.



학부모 또는 교육청 관계자들
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갈등을 해결하여 청문회 등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진
행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
램 (IEP)회의 중재

IEP 중재자들은 교육 대변인, 중재
인, 사회 복지사, 변호사, 은퇴 교사
또는 교육청 관리자를 비롯한 다양
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중재자는 영어 이외
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 및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
지고 있습니다. 모든중재자는 회의
관리 및 갈등 해소 기량을 위한 교
육을 이수했으며, 뉴욕 주의 특수
교육 과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
고 있고, 공정한 기준에 따르므로
학부모나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익
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학부모와 교육청 관
계자를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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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 중재란 무엇입니까?

IEP 중재자의 역할은 무엇입
니까?

IEP 중재는 어떻게 이루어집
니까?

특수 교육위원회(CSE)또는유치원 특
수 교육위원회(CPSE) 소속 멤버들이
회의를 통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특수 교육 서비스를 위한 권장사항
및 건의사항을 논의할 때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 간에 오해와 의견 충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
사소통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IEP 중재를 활용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IEP 중재를
요청하고 중재 활용에 합의하면 IEP 중재
자가 지명됩니다. IEP 중재자는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학부모와 교육청 담당자들이 IEP 중재
활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면 교육청에
서 뉴욕주 교육부(NYSED)에 중재 요청
서를 팩스로 보냅니다.





NYSED가 숙련된 IEP 중재자의 이름 목
록을 교육청에 제공합니다.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은 목록에서 중재자
를 선택하여 IEP 중재 활용에 동의합
니다.



IEP 중재 비용은 NYSED가 지불합니다.
학부모 또는 교육청 관계자가 지불해
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IEP 중재 활용은 자발적 선택이며 학
부모와 학교 관계자들 양측이 모두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IEP 중재자의
기본적인 목표는 CSE/CPSE 소속 멤버
들이 유익하고 생산적인 양질의 IEP
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
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과 관
련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유도하며 모든 CSE/CPSE 멤버가 협력
하여 IEP의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중
재합니다.













CPSE/CSE 멤버들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찾아서 모두가 동의하는 IEP를
이끌어 내도록 도와드립니다.
CPSE/CSE 멤버들이 IEP의 문제점과 의
견 충돌을 해결하도록 도와드립니다.
CPSE/CSE 멤버들이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
니다.
CPSE/CSE 멤버들이 질문을 통해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CPSE/CSE 멤버들이 회의 안건에 집중
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결론에 도달하
도록 도와드립니다.
공정성을 유지하고, 일방의 이익을 대
변하지 않으며, 특정 결론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관여하거나 비방하지 않
습니다.
관련 그룹에 대해 법률, 규정, 정치적
인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결론을 강
요하지 않습니다.
중재자는 CPSE/CSE에 소속된 멤버가
아닙니다.

IEP 중재 요청 및 활용 동의에 대한 정보
와 양식은 IEP 중재 홈 페이지
hƩp://www.p12.nysed.gov/specialed/
dueprocess/iep‐facilitaƟon/
IEPFacilitaƟon.htm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영어 이외에 5개 언어로 제공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