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 31272 Parent Letter - Students with Disabilities 4-15-20 (Korean) 

2020 년 4 월 15 일 

학부모님들께: 

저희가 원격학습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난 몇 주간,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융통성과 인내,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금학년도 말까지 계속해서 원격학습을 통해 수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이 시점에, 저희는 

원격 수업 및 서비스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건물에서 이뤄지는 기존의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힘겨운 일이지만, 특히 우리 

장애 학생들은 더 힘들 것입니다. 저희는 귀 자녀가 금학년도의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원격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의 필요에 관하여 부모님과 최선을 다해 연락할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교직원 본인이 

감염되었거나 혹은 다른 감염자를 돌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유연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들을 저마다의 개별적 요구에 입각하여 교육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고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학년도 말까지 이어질 원격 학습 및 서비스에 관한 주요 사실 

• 이 기간 동안 학교와 각 가정간에는 빈번한 연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때,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각 학교에서는 가정과 협력하여 귀 자녀의 

개별교육 프로그램(IEP)을 바탕으로 한 "특수교육 원격 학습 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 자녀의 교사에게 연락하시거나, 자녀가 받는 유일한 서비스가 

관련서비스인 경우 자녀의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연락이 안될 경우 이메일 

specialeducation@schools.nyc.gov 이나 전화 311 로 알려주십시오. 

• 프리스쿨 장애학생의 경우, 원격 학습 계획은 통합 환경 특수 학급(SCIS) 또는 DOE 프로그램 

특수학급에 있는 아동들만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관련 서비스나 특수교육 순회 교사 서비스만을 

받았던 프리스쿨 학생들은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 원격 학습 계획: 

o 차후 교사, 관련 서비스 제공자, 가족, 그리고 학생이 경험을 통해 취득한 것을 바탕으로, 

부모님과의 상의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하는 목적은, 귀 자녀가 원격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모든 개선사항 포함), 그리고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될지 

의논하기 위한 것입니다. 

o 귀 자녀가 화면을 보고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부모님께서 자녀의 수업과 

서비스 세션의 일부, 또는 전부에 화상적 요소를 포함시키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처음에 

동의하셨던 빈도와 지속시간이 효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결정/갱신됩니다. 

o 이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과 가족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융통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귀 자녀가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 IEP 회의는 앞으로도 계속 실시되며, 전화로 진행될 것입니다. 평가는 적절한 경우, 원격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학교장이나 specialeducation@schools.nyc.gov 로 이메일 하거나, 전화 

311 로 연락하여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를 원하는 프리스쿨 학부모님들께서는 CPSE 

(https://www.schools.nyc.gov/learning/special-education/help/committees-on-special-

education)로 연락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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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 등 관련서비스의 원격 제공에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으셨거나, 카운셀링 

서비스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셨으나 지금이라도 신청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앞서 이러한 서비스를 거절하셨다 해도,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바뀐 경우 

자녀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자녀의 서비스 제공자와 연락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specialeducation@schools.nyc.gov 이나 전화 311 로 연락 하십시오. 

귀 자녀에게 원격 수업 및 원격 치료 참여를 위한 기기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웹페이지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coronavirus.schools.nyc/RemoteLearningDevices  또는 전화 718-

935-5100 번으로 거신 후 5 번을 누르십시오. 이미 기기요청서를 작성하셨으나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자녀의 

IEP 에 지원 테크놀로지가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specialeducation@schools.nyc.gov 로 이메일 하십시오. 

본 안내문에는 COVID-19 시기 중 특수교육 섹션 FAQ 및 귀 자녀와 가정에 도움이 될 자료 목록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하십시오. 이 질문들과 자료 목록은 다음 웹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schools.nyc.gov/learn-at-home/information-on-remote-learning 저희는 12 개월 IEP 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차후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이 웹사이트를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언제든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 specialeducation@schools.nyc.gov 로 문의하시거나 전화 311 번으로 연락 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에게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뉴욕시 교육청 

교육감 

리처드 A. 카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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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가정 FAQ 

특수교육 원격 학습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는 귀 자녀의 원격 학습 계획에 관해 이미 부모님과 연락을 취하였을 것입니다. 원격 학습 계획은 이 

전례 없는 비상시기 동안 자녀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윤곽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귀 자녀의 IEP 가 출발점이 되며 부모님의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격 학습 계획의 

목표는 정규 학교 스케줄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해 하에, 자녀의 IE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척을 돕는 수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계획을 받지 못하셨거나, 이 

계획에 관해 학교와 상의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자녀의 교사 및/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의 원격 학습 계획이 효과 없다고 느끼실 경우 언제든지 자녀의 교사 및/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 하십시오. 또한 자녀의 학교와 연락을 취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specialeducation@schools.nyc.gov 로 이메일 하십시오. 

제 자녀의 특수교육 원격 학습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까? 
예, 특수교육 원격 학습 계획은 4 월 20 일 주간부터 전면 시행될 것이며, 차후 여러 주 동안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실 피드백을 지침으로 서비스도 제공될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들도 앞으로 여러분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며 귀 자녀의 진척을 살펴 볼 것입니다. 원격 치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빠진 서비스가 있거나 

지연된 것이 있을 경우, 대면 서비스가 재개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제 자녀는 어떻게 학습하게 되나요? 
만약 학생이 공동 교육, 특수 학급, 또는 특수 교육 교사 지원 서비스를 추천 받았다면, 학교에서는 평소 

자녀를 지도하던 동일한 특수교사(들) 및/또는 교사팀(들), 그리고 학급 보조교사로부터 수업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수업을 제공하는 방법에 관해 부모님과 상의하기 위해 학교에서 

연락드릴 것입니다. 

제 자녀는 계속해서 관련 서비스를 받게 될까요? 
임상적으로 적절한 경우 원격치료 또는 화상으로 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각 학생의 서비스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제공처 및 학교에서 연락드릴 것입니다. 제공처는 또한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나요? 

저희는 서비스 제공이 오디오-화상으로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되도록이면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저희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사들에게 강력히 권장하였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화면을 보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거나, 전화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서비스를 화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상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 

자녀의 서비스 제공자와 상의하십시오. 카운셀링은 오디오-화상 연결이나 전화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원격 학습 계획은 상호 합의된 서비스 제공 방식을 반영해야 합니다. 

제 자녀의 IEP 회의는 여전히 실시되나요? 
예. IEP 회의는 전화로 실시될 것입니다. 

최초 평가 또는 재평가 의뢰를 할 수 있나요? 
부모님은 학교장이나 specialeducation@schools.nyc.gov 로 이메일 하거나, 전화 311 로 연락하여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는 원격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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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녀는 보조 테크놀로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학교는 가정과 협의하여 추천된 보조 테크놀로지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정에 연락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가정 학습 

schools.nyc.gov/learn-at-home 

원격학습에 관한 정보 

schools.nyc.gov/learn-at-home/information-on-remote-learning 

지원 테크놀로지 

schools.nyc.gov/learn-at-home/activities-for-students/diverse-learning-for-special-

populations/assistive-technology 

작업 치료 

schools.nyc.gov/learn-at-home/activities-for-students/diverse-learning-for-special-

populations/occupational-therapy-supporting 

물리 치료 

schools.nyc.gov/learn-at-home/activities-for-students/diverse-learning-for-special-

populations/physical-therapy-supports 

언어치료 

schools.nyc.gov/learn-at-home/activities-for-students/diverse-learning-for-special-

populations/speech-therapy-supports 

학습 준비하기(Get Ready to Learn) 프로젝트 

thegetreadyproject.com/copy-of-ready-breaks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시작하는 방법 

구글 클래스룸 시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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