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 FairfaxCounty 
/ 부 PUBLIC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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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Department of Special Services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cedural Support 

8270 Willow Oaks Corporate Drive, Second Floor 
Fairfax, Virginia 22031 

장애학생들을 위한분쟁해결선택에 관한 설명 

행정 심사/심의 
행정 심사 (AR) 는 특수교육 및 504 조항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FCPS) 가 
비공식적, 자발적으로 취하는 과정으로 학부모나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됩니다 . 학부모나 학교장은 우려 
사안을 자세하게 설명한 서면의 요청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 적법 절차 및 적격 사무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아동 조기 발견 (Child find), 특수교육 등록 자격이나 504 조항 자격 , 징후 결정 심사나 504 인과성 징후에 대한 
청문회, 및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504 계획과 관련된 문제들이 행정 심사 (AR) 를 통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행정 심사 위원회는 사전에 해당 학생이나 제기된 문제에 관여한 적이 없고 공정하며 , 특정 전문 지식을 갖춘 FCPS 
직원들로 구성됩니다 . 행정 심사 위원회는 의견이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능하고 관련된 모든 구두 및 서면의 
정보를 고려합니다 . 심사에서 다루어진 토의 , 의견, 권고 사항에 관한 요약서가 학부모에게 제공되며 학생 기록의 
일부로 보관됩니다 . 행정 심사의 전 과정은 일반적으로 6주 정도 걸립니다 . FCPS 행정 심사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래에 나열된 버지니아 교육부 (VDOE) 의 특수교육 절차상 보호 요건에 명시된 분쟁 해결 선택 
방안을 이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님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 

적법 절차를 따르는 청문회 (심리) 
적법 절차를 따르는 청문회 (DPH) 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정한 법적 절차입니다 . 청문회는 
버지니아 대법원이 지명한 독립적 청문관이 집행합니다 . 학부모 또는 FCPS 는 학부모 또는 FCPS 가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했던 2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하였던 위반 혐의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를 따르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버지니아 교육부 (VDOE) 는 청문관의 결정 및 청문회 관리가 연방 및 주 명령을 따르도록 분명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추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doe.virginia.gov/programs-
services/special-education/resolving-disputes/special-education-due-process-hearings. 

진행자와 함께 하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 (FIEP) 회의 

진행자와 함께 하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 (FIEP) 회의는 IEP 개발을 위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도록 버지니아 교육부 
(VDOE) 가 지명한 진행자를 활용하는 회의입니다 . 학부모와 학교 모두는 FIEP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진행자는 팀이 안건을 정하도록 ; 모든 사람이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 할당된 시간 내에 
팀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 의사소통의 명확성과 이해를 향상시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doe.virginia.gov/programs-services/special-education/resolving-
disputes/facilitated-ieps. 

조정 
조정은 버지니아 교육부 (VDOE) 의주 -차원 특수교육 조정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와 FCPS 가 자발적이고 기밀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학부모와 학교 모두 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 조정은 적법 
절차를 따르는 청문회 (심리)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하여 분쟁을 다루고 해결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전 과정은 일반적으로 6주 정도 걸립니다 . 추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doe.virginia.gov/programs-services/special-education/resolving-disputes/special-education-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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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 담당국에 제기하는 불평 
민권 담당국 (OCR) 은 교육부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 피부색, 출신 국가 , 성별, 
장애 및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연방 민권법을 시행합니다 .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기관이 이러한 
보호 체계 중 하나를 근거로 누군가를 차별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OCR 에 불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적법절차 및 
적격 사무처는 다른 FCPS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학교기관이 장애를 이유로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는 OCR 에 
제기된 불평 사항에 대응합니다 . 추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process.html. 

해결 
해결을 위한 회의는 학부모가 적법 절차를 따르는 청문회 요청 후에 진행할 수 있는 분쟁 해결 과정입니다 . 해결을 
위한 회의는 학부모와 학교기관이 적법 절차를 따르는 청문회를 열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회의에는 학부모 , FCPS 직원, 그리고 해당될 경우 , 변호사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 학교기관은 
학부모가 요청한 적법 절차를 따르는 청문회 통보를 받은 후 달력일로 15일 이내에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학교기관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따르는 청문회 외에 비공식적인 해결을 위한 
회의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비공식적인 해결을 위한 회의는 특수교육이나 504 조항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 

504 조항에 대한 공정한 청문회 (심리) 
504 조항에 대한 공정한 청문회는 식별 , 평가, 편의조치 , 수정 및 /또는 서비스 ;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FAPE) 제공; 
장애 학생에 대한 인과성 징후 결정에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FCPS 또는 504 조항에 정의된 장애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문회 요청은 학부모가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어야만 하는 불평의 
근거가 되는 주장된 혐의나 조치 날짜로부터 1 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주에 제기하는 불평 
주에 제기하는 불평은 학교기관의 특수교육 규정 위반 혐의를 버지니아 교육부 (VDOE) 에게 조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불평은 아동의 식별 , 평가, 교육 배정 , 또는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제공과 관련된 절차나 과정에서 
일어난 의견의 불일치에 관한 진술입니다 . 주에 제기하는 불평은 장애와 관련된 시민 권리 위반 사항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개인 문제나 일반교육 사항 역시 다루지 않습니다 . 버지니아 교육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달력일로 60일 
이내에 내려야 합니다 . 추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doe.virginia.gov/programs-
services/special-education/resolving-disputes/resolving-disputes. 

추가 자원들 

• FCPS 특수교육 절차상 지원 : https://www.fcps.edu/academics/academic-overview/special-education-
instruction/special-education-procedural-support 

• 버지니아주에서 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다루는 규정들 : 
https://www.doe.virginia.gov/home/showpublisheddocument/894/637945623913600000 

• 버지니아 특수교육 절차상 보호 요건 : https://www.fcps.edu/sites/default/files/media/forms/se4.pdf 
• FCPS 504 조항에 관한 정보 : https://www.fcps.edu/academics/academic-overview/special-education-

instruction/special-education-procedural-support/Section-504-information 
• 504 조항 절자상 보호 : https://www.fcps.edu/sites/default/files/media/forms/se92.pdf 

학부모가 항소를 시작할 때 특별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SS/SE-130 ( 항소 통보 ))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우려하는 사안을 명확히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설명한 절차들과 관련된 질문은 적법 절차 및 적격 사무처 , 571-423-
4470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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