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e William County 공립학교
특수 교육 사무실(Office of Special Education)

학부모 자원 센터(Parent Resource Center)
는 정중히 귀하의 참여를 청합니다.

“특수 교육의 이해” 워크샵 시리즈
이 시리즈 내 모든 워크샵은 학부모 자원 센터의 조정가인 Mary Jo Howarth 및 Rhonda Tabor 가 진행합니다.
워크샵은 Kelly Leadership Center(14715 Bristow Road in Manassas)에서 오후 7-9 시에 진행되며 참여는
무료입니다. 학부모와 직원들은 1 부, 2 부 또는 3 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1 부 – 2017 년 10 월 5 일 목요일(Room 1101 A&B) - “특수 교육의 이해: 학교 중재, 대상 여부 평가 요청, 대상 여부
평가, 및 대상 자격(Understanding Special Education: School Intervention, Referral, Evaluation, and Eligibility)” –
참석자는 학교 중재 과정, 종합적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평가 요청, 평가 과정, 및 특수교육 대상 여부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봅니다. 특수 교육 사무실 직원 발표.
2 부 – 2017 년 10 월 12 일 목요일(Room 1101 A&B) - “특수 교육의 이해: IEP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파트너쉽(Understanding Special Education: Parents as Partners in the IEP Process)” – 참석자들은 IEP 문서의
세부사항에 대해 배우고 적극적으로 IEP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특수 교육 사무실 직원 발표.
3 부 – 2017 년 10 월 19 일 목요일 (Room 1101 A&B) - “특수 교육의 이해: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학부모
권리(Understanding Special Education: Parental Rights in Dispute Resolution)” – 참석자는 자녀의 특수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해결시, 올바른 “지휘 계통(chain of command)”이 무엇인지, 학부모와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분쟁 해결 방법은 중앙 사무실 검토(Central Office
Review), 주 정부 중재(State Mediation), 및 적법 절차에 의한 청문회(Due Process Hearing) 등을 포함합니다. 특수
교육 사무실 직원 발표.

사전 등록을 하시려면, 학부모 자원 센터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주십시오:
703.791.8846(음성), 703.791.8847(청각 장애자)
howartmj@pwcs.edu

수화 또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참석자는
워크샵 1 주일 전에 사전 등록하여 주십시오.
Prince William County 공립학교의 저녁 활동이 취소되는 경우,
본 워크샵의 일정 또한 변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