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학교 및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전화: (213) 241-6701  

팩스:  (877) 339-2684 

이메일: spedsfss@lausd.net 

웹 사이트: http://achieve.lausd.net/sped 

업무 시간 

목요일-금요일 

 오전 8:00~오후 5:00 

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 

SFSS의 목표 

특수 교육 부서의 학교와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SFSS)는 LA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가정과 학생, 동료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

하여 모든 관계자에게 특수 교육에 관한 가

장 정확한 정보와 자원, 지원 및 지침을 지

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앞으로의 

노력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며 모든 학생의 

성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Anthony Aguilar 

교육 접근 기회 및 공정성, 특수 교육 책임자 

Maribel Luna, 교육학 박사 

특수 교육 부서, 선임 이사 

Aaron Jeffrey, 교육학 박사 

특수 교육 운영 및 학교와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SFSS), 

관리자 

특수 교육 부서

학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SFSS) 

2021 년 2 월 개정 

Attachment F2 - Korean

모든 학교와 모든 어린이를 위하여 모든 학교와 모든 어린이를 위하여 



학교 및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  

학부모 자료  

http://achieve.lausd.net/sped 
 

학부모를 위한 특수 교육 서비스 가이드 

이 가이드는 특수교육과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리퍼럴 절차, 심사, IEP, 학부모의 권리 등 

특수 교육 프로세스와 관련한 일반적인 질문에 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 

특수 교육 및 IEP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및 성공을 위한 학부모 자료(PRESS)  

PRESS는 학군 전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학

부모 워크숍의 일정입니다. 학부모는 특수교육과 웹 

사이트에서 FAMILIES 탭과 Parent Workshops 아

이콘을 클릭하여 과정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자료  

Community Advisory Committee (CAC) 

이 위원회는 학군의 Special Education Local 

Plan Area(SELPA)에 대한 자문 그룹으로, 학부

모, 교사, 장애인 학생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 구성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매월 CAC 회의가 있습니다. 특수교육과 웹 사

이트에서 FAMILIES 탭과 Community Adviso-

ry Committee 아이콘을 클릭하여 회의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 커뮤니티 연락관  

Call (213) 241-6701 to be connected to the 
Parent and Community Liaison. 

장애인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부모 교육 기회 

및 커뮤니티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

다. 

 

 

학부모 커뮤니티 연락관에게 연락하려면 

(213) 241-5445 번으로 전화하세요. 

제공하는 서비스 
 

특수 교육 또는 자녀의 IEP와 관련하여 문의 사

항, 문제 또는 불만이 있는 경우 저희가 도와드

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특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하여 학

부모가 자녀의 교육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보

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문의에 즉시 응대하고 개인별 교육 프로그램

(IEP)과 관련한 문제를 중재 및/또는 해결하도

록 지원 

특수 교육 위반 사항에 대한 불만 조사, 적시에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조율 

학부모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자료 제공 

교육부 직원과 학부모 간의 협력 촉진 

IEP 관련 문의에 답변 

특수 교육과 관련한 최신 정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