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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ENGAGE • INSPIRE • THIUVIE 

� � 

CONFIDENTIAL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DRAFT UNTIL IEP KOREAN 
IS SIGNED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Prior Written Notice (사전의 서면 통보) 

학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번호 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 

학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친애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께, 

장애인 교육법은 학교 기관이 학생의 판정 , 평가, 교육 배정 또는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FAPE) 제공을 처음으로 시작 또는 
수정을 제안하거나 거절할 때에 학교 기관이 학부모들에게 서면의 통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 

__________________(on) 에 열렸던 IEP 부록/추가사항 회의 중에 ,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FCPS) 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하였음 또는 거절하였음 (한 곳에 표기 ): 

FCPS 가 이러한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절한 이유: 

FCPS 가 고려한 다른 선택 사항들 및 거절된 이유에 대한 설명 : 

제안되었거나 거절되었던 조치를 근거로 FCPS 가 사용한 각 평가 절차 , 시험, 기록 또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 : 

Fairfax 카운티 공립 학교 학생의 학업 기록 정보는 학부모나 자격을 갖춘 학생의 서면 동의 없이는 수령인이 다른 
타인/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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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ENGAGE • INSPIRE • THIUVIE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DRAFT UNTIL IEP CONFIDENTIAL 
IS SIGNED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Prior Written Notice (사전의 서면 통보)

학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번호 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 

학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CPS 의 제안 및 거절과 관련된 기타 요소에 대한 설명 : 

장애 학생의 학부모는 이 통보에 설명된 조치의 제안 및 거절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절차상 보호 요건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 가족의 특수교육 권리 (버지니아주 절차상 보호 요건 통보 ) (SS/SE-4) 의 사본을 이전에 
귀하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추가 사본은 자녀의 학교나 온라인 , https://www.fcps.edu/sites/default/files/media/forms/se4-
korean.pdf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질문이 있거나 이러한 보호 요건 조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분은 적법 절차 및 적
격 사무처 , 571-423-4470 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

진실한 마음으로 ,

사본: 학생 학업 기록 , 

, 

, 

, 

Fairfax 카운티 공립 학교 학생의 학업 기록 정보는 학부모나 자격을 갖춘 학생의 서면 동의 없이는 수령인이 다른 
타인/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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