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학생 대상
특수 교육 및 서비스

유치원 학생을 교육하는 75 학군:
뉴욕시 제 75 학군(D75)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또는 정신지체, 정서장애 및
감각장애 또는 다중장애 등의 중증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환경 속에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수업과 지원, 제 2 외국어로써의 영어
(ESL), 이동 연습, 적절한 경우 일상 생활
활동.
중증 청각 및/또는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75 학군에서는 특수 학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별한 장비 및 관련
서비스가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교과과정에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에는 오디올로지, 지원 테크놀로지,
수화 통역, 방향 및 이동성 서비스, 점자
등이 포함됩니다.

특수 학급
12:1:1 비율
- 학생 12 명
- 교사 1 명
- 보조교사 1 명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학업적 및/또는 행동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교육합니다.
학생들은 추가적인 성인의
지원 및 독립적인 환경에서
최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특수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수 학급
8:1:1 비율
- 학생 8 명
- 교사 1 명
- 보조교사 1 명

심각하고 만성적이며 지속적인
집중관리, 매우 높은 개별적인
관심, 추가 성인 지원과
집중적인 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교육합니다.

특수 학급
6:1:1 비율
- 학생 6 명
- 교사 1 명
- 보조교사 1 명

학업, 사회적, 개인적, 육체적
개발과 관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교육합니다. 수업들은
집중적인 개별 프로그램,
지속적은 성인 감독 및 필요한
경우 특화된 행동 관리
프로그램과 스피치/언어 치료
(확장 및 대안 커뮤니케이션
포함)가 제공됩니다.

가정과의 협력관계
75 학군의 목표는 독립성 및 학생들의
잠재력
증강의
기회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정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I-26545 (Korean)

특수 학급
12:1:4 비율
- 학생 12 명
- 교사 1 명
- 추가적으로
보조교사 1 명이
3 명의 학생 담당

제한적인 언어 구사, 학업 지체
및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심각한
여러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을 교육합니다. 수업들은
이런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훈련, 대화능력 개발,
감각 자극, 치료를 포함한
기본적인 훈련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75 학군
뉴욕시 전체
프로그램
중증 장애 학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정보
Corinne Rello-Anselmi, 부교육감

Division of Specialized Instruction and
학생 지원
Ketler Louissaint, Superint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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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생 대상 75 학군 프로그램에
관해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배정 담당실(Placement Office)에 (212)
802-1578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P010X@P304X
P176X@P178X
P188X@P034X
P352X@P134X
P723X@P338X

방문을 원하신다면 저희 유치원
현장의 몇 곳을 이 안내문에
수록하였으니, 직원을 만나기
위한 예약을 하시고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P369K@P067K
P396K@P396K
P771K@P329K
P138M@P030M

맨해튼

75 학군 관계자들과의 만남

브루클린

P141K@P380K

P138M@P033M
P169M@P102M
P811M

X – 브롱스
K – 브루클린
M – 맨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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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퀸즈
R – 스태튼 아일랜드
(리치몬드)

P004Q@P179Q

퀸즈

P177Q@P295Q

스태튼
아일랜드

75 학군 학급들은 뉴욕시 전역의 일반
공립학교에 있으며, 독립된 특수학교에도
있습니다. 일반 공립학교 내의 75 학군 학급은
예를 들어 “P169M@P102M”와 같은 식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P169M 라는 D75
프로그램이 맨해튼에 있는 공립학교
102 내에서 실시됨을 뜻합니다.

2750 Lafayette Avenue
Bronx, NY 10465
850 Baychester Avenue
Bronx, NY 10475
770 Grote Street
Bronx, NY 10460
1330 Bristow Street
Bronx, NY 10459
1780 Dr. M.L.K. Blvd.
Bronx, NY 10453
370 Marcy Avenue
Brooklyn, NY 11206
51 St, Edwards Street
Brooklyn, NY 11205
110 Chester Street
Brooklyn, NY 11212
2929 West 30th Street
Brooklyn, NY 11224
144 East 128th Street
New York, NY 10035
281 Ninth Avenue
New York, NY 10001
315 East 113th Street
New York, NY 10029
466 West End Avenue
New York, NY 10024
196-25 Peck Avenue
Fresh Meadows, NY 11365
222-21 Jamaica Avenue
Queens, NY 11428
37th

Barbara Hanson
John Siracuse
Shanie Johnson
Lourdes Mendez
Shante Chunn
Michele ThorntonMannix
Rudy Giuliani
Nira Schwartz-Nyitray
Denise D’Anna
Greg Soulette
Greg Soulette
Susan Finn
Barry Daub
Marcy Berger
Kathy Posa

P255Q@P397Q

32-52
Street
Queens, NY 11103

Richard Marowitz

P993Q@P130Q

200-01 42nd Avenue
Bayside, NY 11361

Jacqueline Zaretsky

P037R@P037R
P373R

15 Fairfield Street
Staten Island, NY 10308
91 Henderson Avenue
Staten Island, NY 10301

Florence Gorsky
Paulette Benevento

연락처
Julio Morales
(718) 823-5684
Venera Celentano
(718) 904-5750
Dawn Zerbo
(718) 561-2052
Saturine Packer
(718) 893-6813
Lorey Negron
(718) 960-4400
Simone Sanchez
(718) 388-4800
Dorothy Collins
(718) 855-6838
Hansraj Soodoosingh
(718) 385-6200
Denise Ramos
(718) 891-3600 ext. 0
Barbara Henderson
(212) 369-2227
Sarah Scheffler
(212) 563-4886
Tamar Weinreich
(212) 876-1829
Jamela Mack
(212) 579-3788
Jacqueline Berman
(718) 264-0916
Harriet Siegel
(718) 464-4555
Katie McLaughlin
(718) 380-1247
Natisha Singh
Tabitha Judge
(718)224-0490
Florence Gorsky
(718) 984-9800
Susan Di Scala
(718) 816-8897

12:1:4

교장

6:1:1

일반교육 교실
커뮤니티 스쿨 빌딩 내 특별
학급
특화된 학교들 내 특별 학급
기관, 병원 및 가정

브롱스




주소

8:1:1

학교/장소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12:1:1

프로그램

또한 75 학군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