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학부
모 및 보호자를
위한 가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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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서신
친애하는 가족 여러분,
평생 교육자인 저는 학부모님들이 파트너라는 점과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학교에서 자녀의 성공적인 학습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자녀의 조기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저희 업무의 일환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학교를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접근할 수 있고
환영받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자녀를 맡기길 바랍니다.
본 안내서는 자녀가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데 장애를 가진
학부모 및 보호자님들이 필요로 하는 조정 사항을 설명합니다.
전 이 정보가 유아원부터 졸업까지 자녀의 진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안내서 외에도 모든 기회를 알차게 활용하여
자녀의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귀하와 같은 학부모 및 지지자의 지원을 통해서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사와 교장은 자녀의 교육에 관
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항상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
니다. 귀하는 또한 본 안내서 뒷부분에 소개된 여러 학부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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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생각을 공유하고 우리의
학교를 더 강하게 만들도록 도움을 주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자녀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른 학부모 기회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청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실 웹사이트를 참조할
것을 권장합니다(http://schools.nyc.gov/Offices/FACE/
default.htm). 이 부서에서는 학부모 위원회 선거를 관리하고
자녀의 학교를 통해 워크샵을 제공하며 여러분의 참여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후원합니다.
귀하와 협력하기를 고대하며 자녀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Carmen Fariña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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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실 산하 장애인 지원국장의 서신
친애하는 가족 여러분,
뉴욕시장실 산하 장애인 지원국(MOPD)은 지역, 주 그리고
연방 정부는 물론 사기업과 단체에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저희의 목표와 비전은 뉴욕시를 세계에서 가장
장애인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고서, AccessibleNYC(http://www1.nyc.gov/site/
mopd/initiatives/accessiblenyc.page) “뉴욕시 거주
장애인 상태 연간 보고서”을 작성하여 교통, 고용, 보건, 주거
및 교육을 포함한 도시 서비스 접근 시 대면하는 뉴욕 거주
장애인들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교육청(DOE)은 장애 학생들이 또래들과 같은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실, 보조 테크놀로지,
적응형 스포츠, 접근 가능한 학교 위치 등에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MOPD는 DOE
와 협력해 이러한 서비스 전반에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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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DOE가 최초의 장애를 가진 학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가정 안내서를 준비하게 된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안내서는 조정 및 접근성 관련 자료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학부모 참여를 위해 학교 접근성, 접근 가능
통학 수단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 본 안내서가 귀하로 하여금 자녀의 교육을 계획할 때
귀중한 자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Victor Calise
뉴욕시장실 산하 장애인 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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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학교에 지원 및 등록하기
뉴욕시에서 학생들은 연령에 따라 입학 과정을 거쳐
입학하게 됩니다.
•유
 치원 – 5세가 되는 어린이(학년도 12월 31일 전)
•영
 재(G&T) 프로그램 – 유치원 입학~3학년 어린이
• 중학교 – 현재 5학년생
• 고등학교 – 현재 8학년생
또한 역년 기준 12월 31일부로 3살이 되는 어린이에게는
모두를 위한 3K(http://schools.nyc.gov/3k)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역년 기준 12월 31일부로 4세가 되는 어린이에게는
모두를 위한 유아원(http://schools.nyc.gov/prek)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래 요약된 입학 과정 외에 뉴욕시로 이사를 온 유치원~8학년
학생들은 해당하는 존 학교를 방문하거나 패밀리 웰컴 센터
(http://schools.nyc.gov/welcomecenters)를 방문해 가능한
선택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에 입학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은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해 선택사
항에 대해 논의하여 입학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존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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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학교 검색 사이트(http://schools.nyc.gov/
SchoolSearch) 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패밀리 웰컴 센터 위치와 학군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해당 학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입학이나 패밀리 웰컴 센터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718-935-3500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모든 패밀리 웰컴 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가족들은 이메일 뉴스레터에 등록해 지원 및 등록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http://schools.nyc.
gov/Subscribe/default.htm).
브롱스
1 Fordham Plaza, 7th Floor
Bronx, NY 10458
학군: 7, 9, 10
1230 Zerega Avenue, Room 24
Bronx, NY 10462
학군: 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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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
415 89th Street, 5th Floor
Brooklyn, NY 11209
학군: 20, 21
1665 St. Marks Avenue, Room 116
Brooklyn, NY 11233
학군: 19, 23, 32
29 Fort Greene Place (BS12)
Brooklyn, NY 11217
학군: 13, 14, 15, 16
1780 Ocean Avenue, 3rd Floor
Brooklyn, NY 11230
학군: 17, 18, 22
맨해튼
333 Seventh Avenue, 12th Floor; Room 1211
New York, NY 10001
학군: 1, 2, 4
388 West 125th Street, 7th Floor; Room 713
New York, NY 10027
학군: 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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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28-11 Queens Plaza North, 3rd Floor
Long Island City, NY 11101
학군: 24, 30
30-48 Linden Place, 2nd Floor
Flushing, NY 11354
학군: 25, 26
90-27 Sutphin Boulevard, 1st Floor
Jamaica, NY 11435
학군: 27, 28, 29
스태튼 아일랜드

715 Ocean Terrace, Building A
Staten Island, NY 10301
학군: 31
모두를 위한 3-K 입학전형
nyc.gov/3K
어린이들은 3세가 되는 해에 3-K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되며,
당해년도 초봄에 3-K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10개 언어로 제공되는 온라인 (http://schools.
nyc.gov/applyonline)으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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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번으로 전화하거나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http://schools.nyc.gov/welcomecenters).
모든 뉴욕시 가족들에게 참가 자격이 부여되나, 프로그램 실행
학군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2017년
가을부터 7학군과 23학군에서 모두를 위한 3-K 프로그램이
시작되며, 2020년까지 다른 학군으로 확대됩니다.
•2
 017년 가을: 7학군(South Bronx) 및 23학군
(Brownsville, East New York, Ocean Hill)
•2
 018년 가을: 4학군(East Harlem) 및 27학군
(Broad Channel, Howsard Beach, Ozone Park,
Rockaways)
•2
 019년 가을: 9학군(Grand Concourse, Highbridge,
Morrisania) 및 31학군(Staten Island)
•2
 020년 가을: 19학군(East New York) 및 29학군
(Cambria Heights, Hollis, Laurelton, Queens
Village, Springfield Gardens, St. Albans)
온라인 지원서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개인
컴퓨터 설정 또는 보조 테크놀로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큰 활자나 점자 지원서가 필요한 가족은 ESenrollment@
school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311번으로 문의해
우편으로 요청하거나 패밀리 웰컴 센터에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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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3-K 찾기(3-K Finder) (http://maps.nyc.gov/3k),
또는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해
프로그램 선택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K 프로그램의
접근성 수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프로그램에 직접 연락해
자세히 알아보고 방문 예약을 하십시오. 가족들은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earlychildhood@school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유아원(Pre-K) 입학전형
nyc.gov/prek
어린이들은 4세가 되는 해에 유아원에 재학하게 되며, 당해년도
초봄에 유아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10개
언어로 제공되는 온라인 (http://schools.nyc.gov/applyonline)
으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http://schools.
nyc.gov/welcomecenters).
온라인 지원서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개인 컴퓨터 설정 또는 보조 테크놀로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큰 활자나 점자 지원서가 필요한 가족은 ESenrollment@
school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요청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해 우편으로 요청하거나 패밀리 웰컴 센터에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유아원 찾기(Pre-K Finder) (http://maps.nyc.gov/
prek), 유아원 안내서(Pre-K Directory) (http://schools.nyc.
gov/prek)에서 또는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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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번으로 연락해 프로그램 선택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유아원
안내서(Pre-K Directory)는 유아원(pre-K) 프로그램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지표 등의 추가 정보를
열거합니다.
유아원(pre-K) 프로그램 접근성 수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연락해 자세히 알아보고 방문
예약을 하십시오. 가족들은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earlychildhood@school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
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Elementary
자녀는 5세가 되는 해에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학기
시작 전에 겨울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10개
언어로 제공되는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http://schools.nyc.gov/welcomecenters).
온라인 지원서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개인
컴퓨터 설정 또는 보조 테크놀로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큰 활자나 점자 지원서가 필요한 가족은 ESenrollment@
school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요청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해 우편으로 요청하거나 패밀리 웰컴 센터에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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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유치원 안내서(Kindergarten Directory)
(http://schools.nyc.gov/kindergarten)에서 학교
선택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의 일부 또는 전체
접근성 정보를 포함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건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또한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접근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안내서의 "학교 건물 접근성 및 조정 장"을
참조하거나 접근성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offices/osp/accessibility).
학교 접근성 수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로 직접 연락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방문 예약을 하십시오. 가족들은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accessibility@schools.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 요청하고 합당한 조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재(G&T) 입학
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Giftedand
Talented
다음해에 유치원, 1학년, 2학년 또는 3학년 입학하는
어린이는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파악하기 위해 영재(G&T)
시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상기
언급된 학년 입학 자녀의 가족들은 평가 요청 양식(RFT)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RFT는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조정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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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1월에 시험에 응시합니다. 초봄에 가족들은 성적표를
받습니다. 성적표는 자녀가 G&T 프로그램 지원 자격이 되는지
나타냅니다. 자격이 될 경우, 가족은 지원서도 함께 받게
되며, 이를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늦은 봄에 결정
통지문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RFT 및 지원서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개인 컴퓨터 설정 또는 보조 테크놀로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큰 활자나 점자 지원서가 필요한 가족은
ESenrollment@school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요청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해 우편으로 요청하거나 패밀리
웰컴 센터에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영재 핸드북(http://schools.nyc.gov/G&T)에서
자녀의 출생 연도에 따라 G&T 프로그램 선택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선택사항 목록은 어떤 학교가 일부 또는
전체 접근 가능한지 나타냅니다. 접근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안내서의"학교 건물 접근성 및 조정 장"을 참조하거나
접근성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offices/osp/accessibility).
학교 접근성 수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로 직접 연락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방문 예약을 하십시오. 가족들은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accessibility@school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요청하고 합당한 조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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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전형
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Middle/
학생들은 5학년이 되는 학년도에 중학교에 지원할 자격이
됩니다. 학생들은 거주 중인 학군 내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군의 초등학교 출신이라면, 해당 학군의
중학교에 지원할 자격도 부여됩니다. 또한, 5학년이 지원할
수 있는 보로 및 시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각 학군의 학교
선택사항은 중학교 안내서(http://schools.nyc.gov/middle)에
나와 있으며, 이는 어떤 학교에 접근 가능한지 나타냅니다.
가족들은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초등학교 가이던스 카운셀러에게 중학교 지원서
(http://schools.nyc.gov/middle)를 5학년 12월 초에 받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원서는 온라인으로 게시되며,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개인 컴퓨터 설정 또는 보조
테크놀로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큰 활자나 점자 지원서가
필요한 가족은 MSenrollment@school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요청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해 우편으로 요청하거나
패밀리 웰컴 센터에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 접근 수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로 직접 연락해
자세히 알아보고 방문 예약을 하십시오. 가족들은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accessibility@school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요청하고 합당한 조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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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
http://schools.nyc.gov/high
학생들은 8학년에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학생들은 뉴욕시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안내서(http://schools.nyc.gov/high)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학교 접근성을 나타냅니다. 가족들은 학교 찾기
(School Finder) 사이트(http://schoolfinder.nyc.gov/)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중학교 카운셀러에게 고등학교 지원서를 8학년
12월 초에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지원서는 온라인으로 게시되며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개인 컴퓨터 설정 또는 보조 테크놀로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큰 활자나 점자 지원서가 필요한 가족은
HSenrollment@school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요청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해 우편으로 요청하거나 패밀리
웰컴 센터에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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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접근성 수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로 직접 연락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방문 예약을 하십시오. 가족들은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accessibility@school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요청하고 합당한 조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
www.schools.nyc.gov/shsat
학생들은 8학년 가을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시험(SHSAT)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시험을 치르고 지원 자격 점수를
받은 학생은 8개의 시험으로 선발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한 곳의 정원에 따라 배정 제안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학생의
점수는 8개의 시험으로 선발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한
곳 또는 모두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Fiorello H. LaGuardia
High School은 오디션과 학업 검토로 입학이 결정되는
유일한 특수학교입니다. 학생들은 LaGuardia High School에
있는 최대 6개의 스튜디오의 오디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SHSAT 등록에 관심 있는 학생의 가족은 카운셀러에게
등록서를 제출할 때 조정 또는 접근 필요사항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SHSAT는 등록을 통해 요청 시 점자로
치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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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을 위한 서비스 및 조정
3세 이상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DOE는 개별 필요사항을 충족하도록 특별 설계된 특수
교육 지원과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게 됩니다. 특수 교육
과정과 가족의 역할 및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특수
교육 웹페이지(http://schools.nyc.gov/Academics/
SpecialEducation/FamilyResources/GuidesDocuments/
default.htm)를 방문하거나 specialeducation@ schools.
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요청하거나 311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유치원 으로의 전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유치원: 2018년 가을 유치원에 입학하는 장애 학생의
가족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
schools.nyc.gov/Academics/SpecialEducation/
FamilyResources/GuidesDocuments/default.htm).
조기 중재
조기 중재 프로그램은 출생 후부터 3세까지의 장애 또는
발달 지연이 있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조기 중재은 뉴욕시
보건정신위생부(DOHMH)에서 운영합니다. 조기 중재
웹사이트(https://www1.nyc.gov/site/doh/health/healthtopics/early-intervention-eligibility-and-services.page)
를 방문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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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원 특수교육 서비스
유아원 특수교육 서비스는 장애 또는 학습에 영향을 주는 발달
지연이 있는 3~5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들은
유아원 특수교육 위원회(Committee on Preschool Special
Education, CPSE)에 연락해 특수 교육 서비스 자격 여부를
파악하도록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SE는 3~5세
아동의 특수교육 절차의 조정을 담당합니다. 뉴욕시에는
가족들이 거주한 학군의 가족들과 협력하는 10곳의 CPSE
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다음 사이트에서 CPSE 연락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hools.nyc.gov/Academics/
SpecialEducation/Help/Contacts/CSECPSE.htm.
유치원 전환
자녀가 CPSE에서 장애가 있는 유아원 학생으로 확인되었다면,
유치원에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은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유치원 특수 교육 서비스 자격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자동으로 특수 교육 위원회(CSE)로 의뢰됩니다.
학령기 특수 교육 서비스
학령기 특수 교육 서비스는 5~21세의 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어린이에게
무료 제공됩니다. 어떤 어린이든지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공립 학교 학생이라면 가족이 학교에 통보해 평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 평가를 담당하며, 필요하다면 개별교육
프로그램(IEP)을 개발하고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공립 학교, 사립 학교, 교구 학교 또는 차터 스쿨에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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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가족은 특수교육 위원회(CSE)에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다음 사이트에서 CSE 연락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chools.nyc.gov/Academics/
SpecialEducation/Help/Contacts/CSECPSE.htm.
학령기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학령기
아동의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가정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Academics/SpecialEducation/
FamilyResources/GuidesDocuments). 가족 이 자녀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자녀의 학교 소재
지원팀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장애 학생의 조정 §504 준수
1개 이상의 주요 일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체
또는 정신 장애 를 가진 학생은 미국 장애인 법(ADA)
504조에 따라 조정을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학부모는
504 조정 - 학생 및 가족 지침(http://schools.nyc.
gov/NR/rdonlyres/37A917C0-8F8A-4552-B6C3DEE71BB29AA8/0/504_FAQ_Families_FINAL.pdf)을
검토하거나 자녀의 학교 소재 504 코디네이터와 얘기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973년 재활법 5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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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조)는 장애 학생들이 학교 활동에 비장애 또래와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가진 학생들에게 합당하고
적절한 조정을 제공하는 공적 자금 지원 조기 아동 프로그램을
필수화 하여 장애 학생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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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물 접근성과 조정
DOE는 휠체어나 다른 보조 장치 등을 사용하는 사람 등 신체적
제한이 있는 가족이나 학생이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섹션의 안내는 또한 시청각 장애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가족이나 학교 커뮤니티 일원이 이벤트 참가 또는 하기
위해 참여 조정을 필요로할 경우(예: 오픈 하우스,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학교 공연, 졸업) 또는 접근 가능한 형식의
자료를 필요로할 경우, 학교 교장에게 연락하십시오. 학교
교장 연락처 정보는 학교 검색(School Search) 사이트에
학교를 입력해 찾을 수 있습니다(http://schools.nyc.gov/
SchoolSearch/). 조정은 방과 전, 수업 중, 방과 후 이벤트를
위해 요청하거나 특정 기간 내 여러 이벤트를 위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학교 수준에서 제공되지 않을 경우, 가족은 공간 관리
담당실의 접근성 코디네이터에게 accessibility@schools.
nyc.gov으로 연락해 요청 사항이 검토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조정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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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접근성 프로필(http://schools.nyc.gov/Offices/
OSP/Building+Accessibility+Profiles)은 온라인 게시되며
가족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필은 학교 커뮤니티의
가족 및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한 건물의 기능적 접근성을
나타냅니다. 모든 학교들은 현재 학교의 여러 접근 기능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10점 척도로 검토 중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을
수용하는 맨해튼 및 스태튼 아일랜드의 부분 접근 가능
건물들에 대한 건물 접근성 프로필이 제공됩니다.
또한, 학군 학교들과 유아원 센터에 대한 학교 접근성 정보
(http://schools.nyc.gov/Offices/OSP/Accessibility.htm)
를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및 부분 접근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Offices/OSP/Accessibility).
•전
 체 접근 가능 건물은 ADA의 설계 요건 전체를 준수한
1992년 이후 건설된 건물이며, 이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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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분 접근 가능 건물은 이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건물에 출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접근하며, 1개
이상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건물 전체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건물마다 다릅니다.
뉴욕시 조기 교육 센터(NYCEEC) 접근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으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뉴욕시 조기 교육
센터(NYCEEC)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움을 받으려면
earlychildhood@school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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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통
자녀의 학교 교통 자격은 아래 표에 나타난 대로 학생의 학년과
학생의 거주지 에서 학교 간 거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부
학생은 개별교육 프로그램(IEP)에 요약된 대로
특별 교통편을 받게 됩니다.
유아원 또는 조기 중재 프로그램에 등록한 5세 미만의
자녀는 개별교육 프로그램(IEP) 또는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
(IFSP)에 제시된 대로 커브 투 커브(Curb-to-Curb)
옐로 버스 이용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생 교통
담당실 웹사이트에서 유아원 및 조기 중재 교통편 페이지
(http://www.optnyc.org/ServicesAndEligibility/
prekeitransportation.htm)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거나 통학 교통편을 요청하려면 자녀의
학교 또는 학생 교통 담당실(http://www.optnyc.org)에
pupiltransportationteam@school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718) 392-8855로 전화하십시오.
학생 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30~31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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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요금 자격
학생들이 걸어서 충분히 통학할 만한 곳에 거주하는지 여부로
적격한 절반 요금인지 결정되지만, 학교의 통학 코디네이터를
통해 절반 요금 학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절반 요금
MetroCard는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MTA)의
호의로 제공되고 MTA 버스에 한해 유효하며, 해당 학생은
편도로 현재 요금의 절반만 지불하게 됩니다.
전체 요금
전체 요금 통학 자격을 가진 학생은 요청 시 또는 옐로 버스
통학이 학생에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전체 요금 MetroCard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셸터 거주 학생들은 전체 요금 학생
MetroCard를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학생 MetroCard는
학교의 통학 코디네이터가 자격 여부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셸터에 거주하는 유치원~6학년 자녀의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MetroCard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셸터에 거주하는 유치원~6학년 학생의 학부모는 셸터의
DOE 직원, 셸터 직원 또는 보로 임시 주거 전문가의
학생을 방문하여 MetroCard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hools.nyc.gov/NR/rdonlyres/6C02DF12F56D-4024-BE84-EA5B6A51A7B9/0/
STHContactInformationFORDISTRIBUTION_102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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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버스
학생이 옐로 버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
 생은 전체 요금 통학 대상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학
 생은 유치원~6학년이어야 합니다
•학
 생의 거주지가 학교와 같은 학군(공립 학교)이거나 같은
보로(차터 또는 비공립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학
 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반드시 모든 자격을 가진
학생에게 옐로 버스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학
 생의 학년/거리 자격을 충족하는 버스 정류장이 있거나
학생의 이용을 위해 위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기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학 전 사전 등록한 학생들은 버스
정류장이 지정됩니다. 이후 등록한 학생들의 학부모는 학교에
옐로 버스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직원은 자격을
확인하고 학생에게 정류장을 지정하거나 OPT를 통해 새
정류장을 요청합니다.
학교 버스 통학 자격을 가진 모든 유치원~6학년 학생들은
셸터 배치에 자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면 1주 이내에 노선에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형태의 임시 주거 중인 학생, 위탁
학생 및 이전에 노숙 상태였다가 최근 영구 주택으로 이사한
학생들은 버스 이용 요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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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편을 제공 받는 학생의 학부모와 보호자는 학생 주소
변경 시 학생의 학교에 항상 알려야 합니다.
MTA의 접근 가능 교통 안내서(http://web.mta.
info/accessibility/stations.htm)는 버스, 접근 가능한
지하철 정류장, Access-a-Ride 등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선택사항을 요약합니다. 뉴욕시 장애인 편의 파견 프로그램
(http://accessibledispatch.org/)은 장애인에게 녹색
및 노란색 휠체어 접근 가능 택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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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요금
절반 요금
절반 요금
자격 없음
자격 없음
자격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1.5마일 이상

거리 코드 D

절반 요금

절반 요금

절반 요금

통학 버스 또는 통학 버스 또는
전체 요금
전체 요금

통학 버스 또는 통학 버스 또는
전체 요금
전체 요금

통학 버스 또는 통학 버스 또는
전체 요금
전체 요금

통학 버스 또는 통학 버스 또는 통학 버스 또는
전체 요금
전체 요금
전체 요금

통학 버스 또는 통학 버스 또는 통학 버스 또는
전체 요금
전체 요금
전체 요금

통학 버스 또는 통학 버스 또는 통학 버스 또는
전체 요금
전체 요금
전체 요금

1마일에서
1.5마일 미만

0.5마일에서
1마일 미만

0.5마일 미만

유치원:

거리 코드 C

거리 코드 B

거리 코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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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음
자격 없음
자격 없음
자격 없음
자격 없음
자격 없음
자격 없음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절반 요금

절반 요금

절반 요금

절반 요금

절반 요금

절반 요금

절반 요금

절반 요금

절반 요금

절반 요금

절반 요금

절반 요금

절반 요금

전체 요금

전체 요금

전체 요금

전체 요금

전체 요금

전체 요금

통학 버스 또는 통학 버스 또는
전체 요금
전체 요금

학생 출석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장애가 자녀의 출석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자녀의 교사 및 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
및 프로그램은 가족들과 협의해 출석률이 저조한 이유를
알아보고, 지원하며 개선을 위한 전략을 논의합니다.
모든 학교는 매일 출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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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재설계
DOE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접근 가능 콘텐츠가 있는 새 웹사이트는 2017~2018
년도에 시작됩니다. DOE는 지속적으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레벨 AA에 부합하는 접근 수준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것입니다(http://www.w3.org/WAI/intro/wcag).
현재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나 문서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시면
웹사이트 피드백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http://schools.nyc.
gov/Contact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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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참여를 위한 기회
가족들이 학교, 학군 또는 뉴욕시 수준에서 학교 커뮤니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 및 선택사항의
종합 목록은 학부모 리더십(http://schools.nyc.gov/Offices/
FACE/ParentLeader)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교육
감은 학부모 리더 타임즈(http://schools.nyc.gov/Offices/
FACE/ParentLeader/Parent+Leader+Time.htm)를 분기마다
발행합니다.
학부모회/학부모 교사회
각 학교에는 학부모회나 학부모 교사회(PA/PTA)가
있어야 합니다(http://schools.nyc.gov/Offices/FACE/
ParentLeader/PAPTA+Info.htm). 모든 부모, 의붓부모,
법적 지정 보호인, 위탁부모 및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학교 PA/PTA 위원이 됩니다. PA/PTA는 헌신하는
학부모의 노력을 통해 공공 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옹호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PA/PTA는 학부모가 학교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오픈
하우스 및 커리큘럼 나이트 등을 학교 행사를 지원하고
학부모 워크숍과 회의 등을 개최하며 학교에서 교육, 사회 및
문화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마련 활동을 주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부모 또는 학부모 교사회 (PA/PTA)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http://schools.nyc.gov/Offices/FACE/
ParentLeader/PAPTA+Inf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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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학부모 IEP 팀 회원 되기
학부모 및 보호인은 장애가 판정된 학생의 학부모로서 인증
학부모 개별교육 프로그램(IEP)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DOE 직원이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 회원은 IEP
회의 논의에 참여하고 출석을 요청하는 장애 확인 또는 의심
학생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부모 IEP 회원
교육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http://schools.nyc.gov/
Academics/SpecialEducation/FamilyResources/
ParentIEPMemberTraining/default.htm).
학교 리더십 팀
학교 리더십 팀(SLT)(http://schools.nyc.gov/Offices/
FACE/ParentLeader/SchoolLeadership.htm)은 학교의
의사 결정과 협력적인 학교 문화 발달을 위한 체계를
제공합니다. SLT 회원은 학교를 위한 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자원과 해당 정책을 일치시킵니다. SLT는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학생 성과에 대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각 학교의 SLT는 학부모 및 교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월 1회
이상 모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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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위원회
회장 위원회(http://schools.nyc.gov/Offices/FACE/
ParentLeader/DistrictLeadership.htm)는 PA/PTA 회장
(또는 지명인) 조직이며 학부모 및 학부모 리더십 조직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각 커뮤니티 학군에는 회장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각 보로에는 고등학교 회장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뉴보로에는 교육 학교(75학군)에는 뉴욕시 회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군 리더십 팀
학군 회장 위원회의 회장들은 학군 리더십 팀(DLT)의 의무
회원입니다(http://schools.nyc.gov/Offices/FACE/
ParentLeader/DistrictLeadership.htm). 학군 리더십 팀은
학군 내 학교들의 종합 교육 계획을 검토하고 학군 범위 계획을
개발합니다. 또한 학교 리더십 팀에게 지도와 도움을 줍니다.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32개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EC) (http://schools.nyc.gov/
Offices/CEC/)는 학군 수준의 학부모 참여를 지원하며 뉴욕시
공립 학교의 교육 정책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EC에는 총 12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9명은 유치원~8학년
학생의 학부모이며(2석은 ELL 학부모 및 IEP 학생 학부모를
위해 지정), 2명은 보로장이 지명하고, 한 명은 의결권이 없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각 학군에는 CEC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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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육 위원회
4개의 뉴욕시 교육 위원회는 시 수준의 학부모 참여를
지원하고 특정 그룹을 대변합니다. 4개의 뉴욕시 교육
위원회: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뉴욕시 영어 학습 학생 위원회 뉴욕시 75학군 위원회. CEC
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들은 각각 12명의 위원들이 있으며
(고등학교 뉴욕시 위원회는 14명) 매월 회의가 열립니다.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의 위원은 2년마다 선출됩니다. 각
뉴욕시 위원회에는 공익 옹호관이 지명한 2명의 학부모
위원과 의결권이 없는 학생 위원 1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학부모 선발 및 지명은 2년마다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위원회 위원에 지원하려면 커뮤니티
및 뉴욕시 교육 위원회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Offices/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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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 패널
교육 정책 패널(http://schools.nyc.gov/AboutUs/
leadership/PEP/)은 교육청를 관리하는 시 위원회입니다.
13명의 지명 위원과 교육감으로 구성됩니다. 각 보로장이 한
명의 위원을 지명하고 시장이 8명을 지명합니다. 이곳은 학교
공간 활용, 계약, 교육감 규정 개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교육감 학부모 자문 위원회
교육감 학부모 자문 위원회(CPAC)는 각 회장 위원회의 회장
(또는 지명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매월
모임을 가지며 학부모 리더십이 대면하는 뉴욕시의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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