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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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전전 전전의 전전젊 전전 전전교전 서전전전 전고 전전 학생젊전 전
젊가젊젊 고등학교 젊후 가의 전전젊 전전가 전 전가가 가가가전 가가가가
학교전 학학젊 전학가가가 전전젊 학학가학학
.
,
졸졸젊 졸졸가전 졸 학생젊전 졸졸가졸 졸가가 전환 전전젊
학생젊
고등학교
젊후
졸졸의
졸졸전젊
가 졸졸 졸젊전 교전젊
.
,
준전가전준 젊준준전 가준가가가
.
젊젊젊젊젊 젊젊 전환젊젊 젊젊젊젊

? 전환 전전젊 학생젊 고등학교전 가학가졸 준전 학
생학생 교전 생로전생
(Individualized
. 젊 전전젊 학의이이
Education Program (IEP)) 의 의의젊 졸가가
학생 전학고 학생젊전 학학 가전 전학젊젊의 젊젊학 학가젊
합가가 . 전환 전전젊 학생젊 젊젊 전후 졸졸전젊 학학가전 젊젊 전전 전전젊전 전전 가준가가가
.
젊전 학생의 졸졸전젊
가삶삶 삶가삶 졸졸 삶 삶전/ 졸젊전 교전젊 준전가졸 삶 삶가가
.
전환 전전젊젊 젊젊젊젊

알고 전알알 가 사실
•

전환 전전 전전젊 가전젊 전학삶알 합가가
•
•

•

:

련 삶 졸졸전 생활 전련전 련련련 학생의 전련 삶 련련사련전 련삶 련젊합가가
.
.
학교전
가학
전련젊 전환 전전
전환 서전전전 전전가학학 젊전 련젊 전준젊 가전삶 전전 전련젊 전생합가가 (
.)
회의의 의가회로 회회회회회전 회회 학의이의 회의전 전삶알 합가가

전환 전전젊 IEP
•
•
•

.

,
교전 ,졸졸 교

.
16 세 삶전 고등학교 가학 전 세세 가세가전 가젊 전준회로 전 회세세가 전세가졸 젊세알세알

의 의의젊전 의의 의의전 젊 의 의의가고 학전삶알 합가가

젊전 학생젊
합가가 .
생활 전련 삶 교전 교련의 /은학전서 고등학교 젊후 젊은 의젊 가 가젊가전
전환 전전 젊 학생젊 졸졸 졸졸전
,
.
련젊 전대전 전학가 대전젊 전학가가
전대전 목전젊목삶알 가전 학생젊 졸졸 후 목졸가고 목알가전 가전 목련준알 전알알 합가가
.

•

22 세젊 세 세세가 삶전 전세 고등학교 졸졸전젊 전젊 세세가 전 세세 가세가전 회세세가
전장전 젊장 학생젊 학생젊
. 학교전 22 세젊 준전 학생젊전 련젊 세세전 세회가고 전전 서전 세전젊
전졸학교전 공삶 전젊 졸공젊 졸가가
22 세젊 준전 공삶전전 학전 학의젊
보보가 고 전알알 가전 졸, 학교전 학생젊
, 세전가졸 가 가젊가 삶가전 학교전
학젊가가 가 가젊가전 나전삶알 합가가
.

•

IEP
.
학의이이 학생젊
18 세젊 준전 전
학생젊 18 세젊 준전 교전전 전학전 전학젊 이세 전학젊 학생전졸 젊세졸가가
회의전서 교전전 전학 젊세전 련삶 회의가졸 졸가가
.
전전로젊 나전전졸젊 졸가가
• 학생젊 18 세젊 세회전 학생
,
. 학의이전졸전 회전학 의학의 회의 련젊 학학
,
,
변회, IEP 변회사련 삶
전 졸공 변회사련전 련젊 는가전 전세삶 학졸가가
.
회의전 회회삶알 합가가 . 학생 전전로젊 젊 학젊 회의의
• 학생젊 전환전 련삶 회의가졸 세 의학의 IEP
의가회로 회회가회 졸졸의 일일전 련젊 일고 일젊 사련전 련젊 졸졸젊 전보가고
세전 나전전졸젊 준전
18
젊젊 준전전 가 전 전회위로 회의 회회전 위회 전전합가가
.
22
학생젊 전세 고등학교 졸졸전젊 전고 졸졸젊 가학학
세젊 준알 학교전 학젊졸 준전 학교전서
,
학졸목졸가 전세
.
(Summary of Performance (SOP)) 젊 전전합가가
젊
.
• 젊 SOP 전전 전전 학졸전 목졸 삶 전목전 목졸이 생활 전대전 세목가전 젊젊 전고사련젊 전학준알 전학가가
,
.
학서전 문전 련학
삶전 전련련학전 학젊 학생젊 가가졸 세 가전 환회회로 젊전 젊젊 준전전 가전준 젊준졸가가

•

사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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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가젊젊젊전가 :
. 회전전전 졸자젊
 졸자의 고등학교 젊후 생활로의 전환젊 젊젊 전전젊 젊목젊 조전전 회자가십회오
졸자젊 전세 고등학교
전졸세 전졸 보받전 련삶 졸졸전 젊전 가가가전 젊젊 내준젊 전학회받 젊목젊
졸졸전젊 전젊 전 전가가 가십회오
. 졸자젊 전학생 삶전 고등학생젊 준알서 전세 졸졸전젊 젊삶
" 장로"전 진삶젊회 젊가전 전세전
,
젊일 진젊 진학가가
!!
 졸자의 졸젊 나전목졸전 졸전 자자 전련젊 전상회받 전십회오
. 졸자젊 졸졸의 전장전 련삶 알자졸
젊알전 삶알 가전 대전젊 가가 삶전 이의회이젊 알자졸 전이삶알 가전가 학이 전 전가가 가십회오
.
.
젊전 졸자젊 학전가고 전전
 졸자젊 사회전 련전 삶 상자자준가 전 전전 전회전 학학삶 전십회오
가학사회이 목나세 전 전가가 지고 고등학교 젊후 졸자전 가가삶 지 전 전전 지지젊젊 젊지젊 전전삶
지 전 전전 세학전 위회 전전합가가 .
 졸자젊 목젊젊 준자젊 세 졸자의 의자전 전건젊 가자 전 전전 세자젊 전전젊 젊가고 전알알 합가가
.
 학의이이 졸자전 전환 전전 회의전서 고등학교 젊후 생활전 련젊 전대전 련젊 의학젊 학장삶알 합가가
.
일일전 련젊 학의이이 학생의 전전젊 학생젊 젊젊
IEP 전대전 졸장가전준 전알 가미젊 준전 가젊알알
합가가 .
. 졸자의 자전 전대젊 젊젊가가세 ? 련학전 장학가고
 졸자젊 가 고목젊 의젊 젊젊젊가 고회삶 보십회오
목알합가세 ,삶가전 졸졸젊 가고 목알합가세
? 알어전서 어준이 학학 어고 목알합가세?
 졸자젊 문졸젊 젊삶 전학고 고등학교 젊후의 생활젊 젊삶 대전젊 전련젊 학이 전 전가가 가십회오
.
회전전전 가미 전이가전 가학
, 사여젊의 의학전 방전 전준가전 삶 여여 상황 조전가전이 학젊 가젊
전학준알알 합가가 . 삶젊 회또젊 또 가회전 방법 일젊
, 젊생의 전전목 문전
, 삶 사교 또사
이학젊 가학
전의생로 전세젊 장세장젊 목장가전 법전 련삶 알삶알가 대전젊 전학가가
.
,
 련학전 젊전로 전전젊 세대가전 졸자젊
련학 가학 전건젊 여가가전 젊삶 대전젊 전전젊 전고
전학가세?
,
 졸자젊 련학 삶전 전련 학교전 자 예전젊삶전 학교전서
젊준가 전 전전 가가전전 젊젊젊 전전가
알삶보삶알 가 대전젊 전학가가 . 졸자젊 전학 전젊 학교의 전장 가가 서전전 자자졸전졸 학의가십회오
.
고등교전 생로전생젊 전장전 젊장 학생젊젊 젊젊 이의회이젊 전전삶알 가 대전
젊 전회학 교전 학학젊
전전가 대전전 수학가가 졸자전
.
졸졸의 전장전 련젊 학건젊 전전삶알 가전 졸졸전졸 대전젊
이의회이젊 전이삶알 합가가 .
삶전활법
 고등학교 젊후 졸자전졸 전준세 일고 전장젊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
(Rehabilitation Act) 504세전서 전전가고 전전 보자전 련젊 가전젊 절장 전 전가가 회자가십회오
보가 졸세젊 전보전 보젊 전 전전 보

:

Parent to Parent of Georgia
770 451-5484 삶전 800-229-2038
www.parenttoparentofga.org

Georgia Department of Education, 전전교전가가서전전본의
(Divisions for Special Education Services and Support)
404 656-3963 삶전 800-311-3627로 전화가회 전전교전(Special Education)회로 목나삶 세삶고.
http://www.gadoe.org/ci_exceptional.aspx
Georgia Department of Education 졸장 이세서
http://www.gadoe.org/ci_exceptional.aspx?PageReq=CIEXCImpMan
(련젊 삶 전련젊전 련젊 전젊 회조가십회오
.)
졸젊 학의전 :학교의 전전 교전 특특졸 전졸 학의가십회오 .
Georgia 전환 이세서
http://www.gadoe.org/ci_exceptional.aspx?PageReq=CIEXCTransition
본 학서전 전학련 전보전 전세 내준회로서, 이세 세의 내준, 예외 사련 삶전 상황전 련젊 전보전 전전가가 않학가가. 세전젊 전보전 가가회전 가학 전보
졸가 삶전 전가 회전템젊 회조가십회오. 본 학서전전 새로운 법세전 전회가학학 목방 삶전 전 법세, 세전 삶전 전건젊 련학가전 의가의 내준젊 의세
전학준알 전가 않학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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