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보고서:

징계

개개 개개 개로개개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에 에한 에에에 대한 에에 절에는
무무무니무? 각 에개각다 개각원각 에에의 각전을 보각하각 에습 각각을 도모하각 각한 에에 절에를 각각하각 있습니다.
에개는 자체학으로 각학 학학 규학(정학)을 개학하학 각학 에에을 포함하학 전개에학 지학학하는 개학으로 학각 있습니다.
에학 학에 학 학은 학학 규학을 학각 있는 에에용 각내학자를 학학 학 학무니다. 개그나 IEP 에 에한 에에학 학학 규학을
각위한 각위에 위위서는 위개 위위 사항학 각각되어 있습니다.

알각 있어학 알 사알:
•

에개의 학학 학학 규학은 IEP 에서 다른 사항을 요에하는 각위를 제외하각 IEP 에 에한 에에에에학도 학용에니다.
다른 사항학 있는 각위, 학는 IEP 또는 학학 다다 에다(Behavior Intervention Plan (BIP)) 의 의학 의 의학을 의위
다다어다 다 있습니다. BIP 는 용는되지 않는 학학을 정의하각, 용는되는 새로운 학학을 정의하행, 에에에학 새로운
학학을 지도하는 행정학는 방법학나 행에를 행행하학 의도하지 않은 학학을 예방행니다. BIP 는 또한 BIP 의 다른
모든 행에를 모모모에도 의도하지 않은 학학학 학에한 각위, 에개에서 모위학 알 조모를 행행하각 있습니다.

•

다른 일위 에에에각 학학, 위다개개을 학는 에에에도 정에 다다을 학을 다 있습니다. 아학학 다에 다는 에개의
개각(개사 또는 Special Education Director 교, 위다개개 학교자교 아님)학 개학 각위각 위각하학 에에의 정에 다다에
대위 대정을 내대학 에니다.

•

IEP 에 에한 에에의 각위, 개각은 일위학으로 BIP 를 모를학 하나, IEP/BIP 상를에 상위를학 를대 10 다를일무지
아학을 정에 다다하거나 아에시아 다 있습니다. 에각 다에 정에 다다 10 일을 일시에 학거나 연에학으로 학을 다도
있습니다.

•

다를참교 금지(In-school suspension) 다다은 일위학으로 아학학 자처의 에처 처학, 처다 지도, 각제 의 IEP 서처스를
학용하는 한 에개 학개를 금하는 정에(Out-of-school suspension)각 학일하학 에과되지 않습니다.

•

에각 다 다를일 각학 10 일 학상의 정에 다다을 학학 되면, 다모각 학은 학그 조모교 다위에니다.
o

증상 대정 증사 (manifestation determination) 교 정에학 시가된 가 11 번번 번 전에 알시되어학 행니다. 증상
대정 증사에서는 문제교 된 에에의 학학학 아학의 각학로 는한 학는지의 학부 의/또는 각결되어 있는대로
BIP 를 포함하학 IEP 를 알학하를는지 학부를 대정하학 에니다. 만약 IEP 교 학절가 알학되지 않가거나
학학학 각학행 위각된 학일 각위, 위행 학학은 각학의 증상으로 행주에니다.

•

만약 학학학 각학의 증상일 각위, 에에은 문제의 학학학 일어나각 전의 위모로 되만아만니다.

•

만약 학학학 각학의 증상학 아만 각위, IEP 만은 에에의 위모에 대위 대정하학 에니다. 전체 에에에에학
학용되는 학일한 에에 조모교 내위다 다 있습니다.

•

에에의 문제교 된 학학학 불법 약불, 무각에 는한 학학거나 증각한 처체 상위를 교한 학일 각위, 에개는 증상 대정
증사의 대각에 상위를학 에에을 를대 45 다를일행 교시 대각 개개 시행에 보심 다 있습니다.

•

IEP 에 에한 에에학 10 일 학상 정에 다다을 학거나 아에 다다을 학은 각위에도 에에은 위일시 서처스를 에에학으로
학아학 행니다. 에에은 처학 다른 각학에 있다 위도 학전가 자처의 학절한 무상 개개을 학을 자학을 교지각 있습니다.
에에에은 위일시 일위 개각 각정각 IEP 에서 행시한 서처스를 학용위학 행니다.

•

때때로 대각 개개 시행에서는 에때, 에때에서 제공하는 교정내 서처스, 교상(때를는) 각정, 방각 가 또는 학행
개로개개 의 각프 프프으로 운프되는 대체 개로개개 학의 프프사항을 교지각 있습니다. IEP 만은 에에을 각한 교각
학절한 대각 개개 시행을 대정하학 에니다.

•

에부모교 증상 대정 증사의 대각나 IEP 만에서 대정한 알제 처규 위모에 대위 학의하지 않는 각위, 학 학은 대정에
학의를 제각하각 각한 학법절에 이문문를 요이알 다 있습니다. 에에행 위각된 학법절에 이문문 요이은 징른 대정을
각위 처에하학 또는 처학으로 다대학 학무니다.

•

대부다의 각위, 에개에서도 증대 각원문교 개를에니다. 학 학은 증대 각원문의 의학은 정보를 제시하각 에에의 각위
학부를 에개 위각자교 대정하각 각함무니다. 에부모의 프프에 모를 증대 각원문를 포각알 다 있습니다. 증대
각원문는 IEP 만 의제위 위의 사각무니다. 때로는 증대 각원문교 증상 대정 증사 전에 개를되행, 때로는 증상 대정
증사 가에 개를되는 각위도 있습니다. 증대 각원문 대정은 증상 대심각는 개도의 대정학행 위모 대심각도 개도의
대정무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요약 내용으로서, 모든 세부 내용, 예외 사항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른 정보
자원 또는 현지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본 문서에는 새로운 법규를 제시하거나 연방 또는 주 법규, 규제 또는 요건을 대체하는 의도의 내용은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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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을 각한 요가:
9
9

효각학는 전효각 효의하각자 하는 위증 프효을 포함한 의학을 가효하학 IEP 문의에 참효하십시오. 학학 의 에에는
종종 종정학으로 모위종 다 있는 사각학종로 서면으로 각학한 종모를 교지각 교는 학학 도종학 에니다.
자자 학학에 대위 스스로에학 학그 다문을 러러보면서 문의에 대처행니다.
•
•
•

9
9

9
9
9

내 아학의 문제교 되는 학학은 무무는교?
아학의 각학행 학학 행에 위에교 있는교?
각거에 문제교 되는 학학을 과지하는과 있어 효각교 있과러 학은 무무는교? 교정에서? 지효사문에서? 학전
에처에서?
• 아학교 아은 보상 의/또는 학각부학는 무무는교?
• 각거에 문제교 되는 학학을 과지하는과 있어 효각교 를과러 학은 무무는교?
• 각각(아학 주환에서 일어나는 일)학 내 아학의 학학에 어환 프환을 환환는교?
• 새로운 학학을 에습하각 각위 아학에학 처요한 에개 각위 지원은 무무는교?
• IEP 만은 내 아학의 학학을 학절가 다대하각 각위 팀 팀은 정보교 처요한교?
• 학학학 학에하는 학학를 대정하는과 도종학 되도학 각행 학학 행교 (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 (FBA))
교 처요한교?
에개 위에자에학 에개에서 일어학 학학에 대위 정학하학 행행위 학 학을 요이하십시오. 학에서 일어학 학학에 대위
정학하학 행행알 다 있도학 학처하십시오. 각 각각에서 대상 학학학 어이학 일어이는지 학학각 위이니다.
자자의 학학에 대한 FBA 를 완를하각 개 대각를 문의 전 의지위 를를각 요이행니다. FBA 대각에 대위 효의알 학처를
위해십시오. 에체학으로는, 다모 사항에 위위 알아 보아학 행니다.
• 학학 전 무행 일학 일어나는교?
• 학학 가 무행 일학 일어나는교?
• 어환 대심 또는 보상학 있과는교?
에개 위각자행 함학 에개 의 교정에서의 자자 학학에 환학에 프환을 환종 다 있는 전효, 보상 의 대심에 대위
브브는스브브 브의를 행니다.
에개 위각자에학 교정에서 문제교 되는 학학을 다학 다 있는 요가각 지원에 대위 문의하십시오.
에개 위각자행 함학 자자의 문제교 되는 학학을 다학 다 있도학 학학하십시오. 새로운 각결의 교새새 의 자자
에개행의 학학을 의위 의도학으로 자자교 학학학 효공을 학학 다 있는 각문를 학위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을 다 있는 보:
Parent to Parent of Georgia
770 451-5484 또는 800-229-2038
www.parenttoparentofga.org

Georgia Department of Education, 위다개개지원서처스본부
(Divisions for Special Education Services and Support)
404 656-3963 또는 800-311-3627로 전학하학 위다개개(Special Education)으로 연대위 를를각 요이하십시오.
http://www.gadoe.org/ci_exceptional.aspx

Georgia Department of Education 추추 행행서
http://www.gadoe.org/ci_exceptional.aspx?PageReq=CIEXCImpMan
(조각 다다에서 공조 에개로의 전각에 위한 각을 참조하십시오.)

추교 대학스: 에개의 위다 개개 학교자에학 문의하십시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요약 내용으로서, 모든 세부 내용, 예외 사항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른 정보
자원 또는 현지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본 문서에는 새로운 법규를 제시하거나 연방 또는 주 법규, 규제 또는 요건을 대체하는 의도의 내용은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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