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서류 B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장애 학생의 가족을 돕는 서비스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Services(DSES)는 학부모/후견인, 학생 그리고 교직원은
서로 협력하여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DSES 는 학부모/후견인을 위해 특수교육의 적격성과 서비스에 관한 절차와
과정을 명시한 안내책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DSES 직원들은 학부모와 학교 간의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육성하여 교육의 기회를 향상하고 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학군별 수퍼바이저와 프로그램 수퍼바이저는 각 학교 담당자
와 더불어 학부모/후견인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DSES 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절차적 보호, 학부모/후견인의 일반적 질문과 관련된 전자 자료와 안내 서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 자료는 DSES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요청하실 경우, 프린트된
자료를 준비해 드립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pecial-education/
Montgomery 카운티의 특수교육 서비스에 관한 추가 정보 안내는 DSES 로 연락합시다.
(전화: 301-279-3135, 주소: 850 Hungerford Drive—Room 230, Rockville, Maryland 20850 또는
301-279-3125 TTY)
Child Find 서비스와 서포트:
• 신생아와 유아 초기 서비스(Infants and Toddlers)
신생아부터 3 살까지를 위한 서비스로, 자녀의 발달이 염려되는 출생부터 3 살까지인
아동의 학부모/후견인은 Montgomery County Infants and Toddlers Program 에 연락하여
검사와 평가를 요청합시다. (전화: 240-777-3997)
• 프리스쿨
Child Find 국은 3 세에서 킨더가든까지의 아동을 위한 발달 진단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Montgomery 카운티에 이사 온 프리스쿨 취학 연령인 아동 중 이전에
장애판단을 받은 아동의 입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발달이 염려되는 거주자가
아닌 부모님도 Montgomery 카운티의 프리스쿨이나 탁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Child
Find 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다음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Child Find 직원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까지: 301-230-5966
스페니쉬 라인: 301-230-5967
Child Find 접수 전화번호(24 시간 운영): 301-947-6080
Child Find 접수: 301-947-6080

• 취학 연력의 아동
킨더가든에서 12 학년까지의 취학 아동의 특수교육 평가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학부모
/후견인께서 자녀의 학군 내에 있는 인근 학교에 연락합시다.
• 사립 학교/종교 학교
자녀가 사립 학교/종교 학교에 다니는 킨더가든에서 12 학년까지의 취학 아동
학부모/후견인은 Division of Business, Fiscal and Information Systems (전화: 301-2793166)로 연락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