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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ENGAGE • INSPIRE • TH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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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otice of Local Screening Meeting (지역심사 회의에관한통보) 

학교 

주소 

날짜 

관련 학생 

학생 번호 

친애하는 께, 

자녀 학교의 지역 심사위원회는 자녀의 교육적 필요를 논의하기 위해 (on) 
(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에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 자녀의 학업 성적 , 표준화 시험 결과 , 그리고 /또는 
학급에서의 관찰을 포함한 정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학부모 정보 양식 (SS/SE-127) 을 동봉하였습니다 . 위원회의 고려를 원하는 보고서나 기타 서면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 가능한 한 빨리 학교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이 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교직원이 참석할 것입니다 : 

학교장 또는 지명인 특수교육 교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일반교육 교사 기타 

학부모 또는 학교의 요청으로 추가의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장애 유무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별적 평가를 권유받는 경우 , 
위원회는 충분히 포괄적인 평가를 하도록 자녀에게 필요한 평가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 귀하는 평가 영역 고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또한, 평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귀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평가가 
끝나면, 귀하와 결과를 논의하는 기회도 제공될 것입니다 . 자녀의 장애 유무 결정은 귀하와 자격을 갖춘 
전문인들로 구성된 자격 심사위원회가 결정할 것입니다 . 귀하는 자격 심사 회의 이전에 평가 보고서의 사본을 
확인할수 있으며회의날짜와시간을통보받게될것입니다 . 

또한, 지역 심사위원회는 수정된 재활법 504 조항에 따라 자녀의 적격성을 별도로 평가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회가 평가를 권장한다면 , 학부모는 평가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평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귀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장애 학생의 학부모는 절차상 보호 요건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정보를 위해 여러분 가족의 특수교육 
권리 (버지니아 절차상 보호 요건 통보 ) 및 1973 재활법 504 조항 절차상 보호 요건의 사본을 동봉하였습니다 . 
이러한 문서들의 추가 사본은 학교 또는 온라인 , https://www.fcps.edu/sites/default/files/media/forms/se4.pdf 및 
https://www.fcps.edu/sites/default/files/media/forms/se92.pdf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절차상 보호 요건 조항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 적법 절차및 적격사무처 , 571-423-4470 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 

질문은 저에게 _____________________( 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 

진실한 마음으로 , 

동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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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SE-83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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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cps.edu/sites/default/files/media/forms/se4-korean.pdf
https://www.fcps.edu/sites/default/files/media/forms/se9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