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어떤 일을 할까요? 
케이스 매니저(Case Manager) 
특수 교육 교사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로서: 
•  제일 먼저 접촉하는 인물이 되며 
•  귀 자녀의 IEP 시행 상황을 모니터할 책임이 있고 
•  특수 교육의 절차상 요건들이 발생하는지 확실시 하며 
•  귀 자녀의 IEP에 대한 정보를 아이의 모든 교사들과 

공유하고 
•  귀 자녀 학교의 특수 교육에 관한 정보를 논의하기 위해 

IEP진행과 별도로 만날 수 있는 자입니다. 

수업지도 팀 리더(ITL) 
•  수업 지도와 절차 그리고 전문적 학습을 위해 특수 

교육부서를 지원하고 
•  귀 자녀 학교의 특수 교육 수업과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자입니다. 
 
중앙집무실 특수교육 자원 수업지도 협력관 
(Central Office Special Ed Resource Teacher and 
Instructional Facilitator) 
•  교직원과 부모들을 위한 자원 전문가이며 
•  개별화된 수업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학교의 팀들을 직접 

지원하고 
•   IEP 팀의 준수 절차를 지원합니다. 
• 자녀의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을 찾아보려면 

www.hcpss.org/special-education/ contacts/를 
참조하십시오. 

 

특수교육 부모 연락관 (Special Education Parent 
Liaison) 
•  교육감의 지도하에 그리고 특수교육부와 합력하여 

일하는 자로, 우려사항에 응답하고 정책과 절차와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찾아줌으로 장애아를 둔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CPSS의 부모연락관은 Trish Gunshore(트리쉬 건쇼어 
입니다. 전화 410-313-8873 또는 이메일 
patricia_gunshore@hcpss.org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지원 및 자원 센터(FSRC) 
장애학생들의 부모들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가족들이 
특수교육 절차의 방향을 잡는 것과 지역사회 자원에 
접하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  신생아부터 21세에 이르는 장애아 가족들을 지원하고 
•  부모들과 돌보미들이 자녀를 옹호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자들과의 파트너쉽을 쌓으며 다른 가족들과의 
네트웍을 형성하고 일상의 이슈들을 다룹니다. 

•  부모 지원, 도서관 대여 등을 제공하고 부모 지원 
그룹들에 조력하며 

•  부모 웍샵을 통한 주간 커뮤니케이션을 발간합니다. 

SRC로 연락하시려면 410-313-7161로 전화 또는 
ann-scholz@hcpss.org로 이메일 하십시오. 

부모를 위한 도움말(PaREnT TIPS) 
•  귀 자녀의 강점 및 필요 분야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  자녀의 케이스 매니저와 계속 소통하면서 진전 상황을 

공유하거나 질문을 하고 
•  분기별 중간성적표를 검토하여 학교에서의 진전 상황과 

가정에서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  집으로 전달된 서류들을 검토해서 IEP회의에 대비하시고 

질문들을 회의에 가져 오십시오. 

특수교육 시민 자문위원회(SECaC) 
SECaC은 HCPSS의 특수교육부에 협력 및 지원을 제공하는 
자문위원회 입니다. 학기중에는 SECaC이 매달 모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s://howardcountysecac.com/을 
찾아 보십시오. 

 
특수교육부가 하는 일에 적극 개입하기 원하시면 hcpssne. 
ws/SpecEd-Pref에서   선호 (preference  form)을 
작성해 주십시오. 

 
  

학교 연락처: 

내 아이의 케이스 매니저 이름: 

내 아이의 수업지도 팀 리더 이름: 

 

Parent Guide to Special Ed(Korean: KK – 3/19) 

특수 교육 상임 디렉터, Terri Savage(테리 세비지)박사의 인사말 

특수교육부를 대신하여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이하 HCPSS)의 특수 교육 공동체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환영하며 여러분의 관여를 권장드립니다. 우리 팀은 귀 자녀를 위해 양질의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헌신하고 있으며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심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혼자일 때 보다 
함께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저희는 양질의 서비스를 합력하여 일관된 자세로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일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의 성공에 필요한 자원들을 
확실히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의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형을 위한 안내 

KOREAN 

http://www.hcpss.org/special-education/
mailto:patricia_gunshore@hcpss.org%EB%A1%9C
mailto:ann-scholz@hcpss.org%EB%A1%9C

	누가 어떤 일을 할까요?
	케이스 매니저(Case Manager)
	수업지도 팀 리더(ITL)
	중앙집무실 특수교육 자원 수업지도 협력관 (Central Office Special Ed Resource Teacher and Instructional Facilitator)
	특수교육 부모 연락관 (Special Education Parent Liaison)

	가족 지원 및 자원 센터(FSRC)
	부모를 위한 도움말(PaREnT TIPS)
	특수교육 시민 자문위원회(SEC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