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회복 서비스

학부모 및 보호자님께,
이번 학년도를 시작함에 있어, 저희는 많은 분들이 풀 타임 대면 수업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약간의 학습 방해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이 통지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가을부터 모든 DOE 학교에서는 방과 후 또는 토요일 프로그램(또는 두 가지 모두)를 특수교육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할 것입니다. 특수교육 회복 서비스들은 개별 학생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특화 수업과 관련 서비스입니다. 이들 서비스는 IEP 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정규 수업 일에 더해 제공될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행정 절차를 통해 요청 또는 대기 할 필요
없이 가능한 빨리 자녀분이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자녀분의 IEP 목표를 향한 진척을 밀접하게
감독할 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학년도 중 언제든지 자녀분의 진척 및 필요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11 월 중순 까지, 자녀분의 교사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처에서 여러분께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의 의견 및 선호하시는 일정을 기반으로 자녀분의 특수교육 회복 서비스
계획을 개발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특수교육 회복 서비스들은 11 월 또는 12 월에 시작될 것입니다. 이들 서비스를
수용하시는 것이 보상 서비스를 포함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녀분의 권리를 없애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분의 진척 및 2020 년 3 월부터 제공되어 왔던 서비스들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이 필요할 지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학년도 후 반에 연락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학년도에 자녀분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가장 잘 지원하기 위해 여러분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교육 회복 서비스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2021 년 10 월
5 일 7:30 PM 에 가정을 위한 라이브 온라인 정보 설명회에 참여해 주시거나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또한 자녀분의 학교, 이메일 specialeducation@schools.nyc.gov, 또는 311 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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