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의 특수 교육 회복 서비스 로드맵: 

2021년 및 이후 

이 자료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팀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필요한 회복 서비스1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공교육 교육감실(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OSPI) 일반 교육 지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워싱턴의 모든 학생이 전례 없는 대면 학습의 중단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구, 교육자, 가족 및 

학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 폐쇄, 누락 또는 지연된 서비스, 원격 교육에 대한 접근 장벽으로 인해 

코로나 이전 IEP 목표에 대해 적절한 진전2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무료 공립 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과 일치하는 

OSPI의 기대는 IEP 팀이 유치원부터 21세까지 IEP에 속한 모든 학생의 회복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인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 과정을 위해 특별한 요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IEP 팀은 IEP 

프로세스의 일부로 회복 서비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학생의 필요에 따라 개별 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명확히 말하자면 OSPI는 교육구가 IEP에 속한 모든 학생을 위해 IEP 회의를 즉시 예약하고 

개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2021~22학년도 시작 전, 연간 IEP 검토 날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고, 교육구와 학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다가오는 연례 검토 날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IEP 팀들이 2020~21학년도 동안 이러한 논의에 참여했으며 개별 회복 서비스를 결정하고 

제공하기 위한 진행과정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6월 1일까지 OSPI로 인해 교육구 및 학생 복지 계획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해 학군 특수 교육 

책임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보충 지침은 IEP 학생을 위한 회복 서비스 관련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요구 사항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침은 이전 OSPI 지침과 기타 주, 연방 및 기술 지원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출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OSPI 특별 교육 Q&A에 대한 참조는 괄호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복 서비스의 우선순위 

• 회복 서비스 정의 

• 회복 서비스 결정 

• 회복 서비스 문서화 

• 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자료 

• 부록: 진행 상황 모니터링(핵심입니다!) 

 

1 회복 서비스는 코로나19와 2020년 봄 학교 시설 폐쇄로 인한 지속적인 영향을 다룰 목적으로 OSPI가 장애 학생에게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부록 참조) 

2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경우 IDEA에서는 교육구가 각 대상 학생에게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산된" IEP를 제공하여 학생에게 적절한 FAPE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U.S.C. 1412(a)(1); Endrew F. v. Douglas County School District RE-1 137 S.Ct. 988, 69 IDELR 17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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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서비스의 우선순위 

IEP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회복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회복 서비스는 항상 서비스 누락 

시간만큼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예: 분 대 분, 시간 대 시간). 회복 서비스는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기대되는 IEP 목표 진행 수준을 학생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백분율 또는 공식 계산에 기초해서는 안 됩니다. 회복 서비스 일정과 규모는 IEP를 

이수하는 모든 학생을 위한 개별적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 및 가족은 학교 시설이 폐쇄된 후부터 학생에 관한 가장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 서비스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모든 특수 교육 진행과 마찬가지로, 

교육구는 회복 서비스 관련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비롯한 언어 접근성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3 교육구는 학부모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회복 서비스 정의  

회복 서비스:4 이 용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2020년 봄 학교 시설 폐쇄의 지속적 영향을 다루기 위해 

OSPI에 의해 장애 학우를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설명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보상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는 회복 서비스는 장애 학우에게 추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놓쳤거나 이러한 서비스가 제한된 경우, 또는 팬데믹으로 발생한 기타 사유로 인해 

 

3 WAC 392-172A-03100 및 WAC 392-172A-05001 

4 본 문서에서 “회복 서비스” 용어는 학교 시설 폐쇄 중 거부하거나 이용할 수 없었던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보상 교육 제공 의무를 

제거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의도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보상 서비스는 여전히 특수 교육 분쟁 해결 과정을 통해 위반 사항을 발견하기 

위해 지시될 수 있습니다.  

•형평성과포용성

•데이터기반의사결정

• IDEA 및 FAPE 요건

기회의형평성

•지금시작하여

•진행및퇴보모니터링

•필요에따른우선순위결정

시급성과

우선순위분류
•학생과학부모를파트너로

•조기에자주소통

•언어접근성필요고려

투명성과참여제공

및재평가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72A-0310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72A-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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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 목표 달성이 적절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5 중요한 것은 회복 서비스 

결정은 분쟁의 결과가 아니라 IEP 팀의 공동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회복 서비스가 항상 서비스 누락 시간만큼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예: 분 대 분, 시간 대 

시간). (Q&A B-1, B-4) 

• OSPI는 IEP에 속한 대부분의 학생에게 일반적으로 회복 서비스를 수업일 외에 제공받을 것을 

조언합니다. 여기에는 여름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IEP 팀이 회복 서비스를 

수업일 중 제공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팀은 이로 인해 학생들이 더 제한적으로 배치되거나 추가 

일반 수업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A 각주, Q&A B-1, B-4) 

• 수업일 외 회복 서비스 제공 예시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o 방과 전후의 추가 대면 교육. 

o 방과 전후 또는 방학 중 추가 대면 또는 원격 치료 서비스(예: 스피치 및 언어 치료, 작업 

치료, 물리 치료). 

o 방과 전후 또는 방학 중 추가 전환 서비스. 

o 학생이 원격 제공 서비스에서 적절한 진전을 보인 경우 방과 전후 또는 방학 중 추가 원격 

서비스(비동기식/동기식). 

o 예정된 방학 기간 중 추가 특수 교육 서비스(예: 여름, 겨울, 봄). 

o 교육구 연수 휴가일의 추가 특수 교육 서비스. 

o 방과 전후 또는 방학 중 구성된 추가 대면 놀이 집단 또는 또래 사회 집단. 

보상 교육/서비스: 교육구와 학부모는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공평한 구제수단인 보상 교육이라는 용어에 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 

교육은 FAPE 거부를 개선하는 서비스로 법원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보상 교육 서비스의 목적은 학생이 

FAPE를 받거나 그 자격을 가지는 기간 중 학생에게 적절한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6 보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보상은 학생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박탈당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치에 학생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보상 교육은 학생이 IDEA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누락된 시간에 대한 일별 또는 분별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7 

• 보상 교육 제공은 주 서면 항의 또는 적법 절차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교육구 측의 

과실 발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상 교육은 FAPE 제공 실패와 더불어 FAPE 제공 불능을 

해결합니다.8 IEP 팀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 19 팬데믹 및 2020년 봄 시설 폐쇄로 인한 특수 교육 

 

5 또한 교육구는 회복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일반 교육 환경에서의 지침 상실을 다루기 위한 서비스 및 학생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코로나 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 역시 필요로 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6 Letter to Lipsitt, OSEP(2018년 4월). 
7 Parents of Student W. v. Puyallup School District No. 3, 31 F.3d 1489 (9th Cir. 1994). 
8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0). 보조 팩트 시트: 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의 

코로나19 위험 다루기. “글로벌 팬데믹 및 이로 인한 학교 폐쇄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필연적인 지연이 있었습니다. 또는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도 지연이 있었습니다. IEP 팀은 학교가 다시 정상 운영될 때 보상 서비스가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필요할지에 대한 개별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frontpage/faq/rr/policyguidance/Supple%20Fact%20Sheet%203.21.20%20FINAL.pdf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frontpage/faq/rr/policyguidance/Supple%20Fact%20Sheet%203.21.20%20FINAL.pdf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frontpage/faq/rr/policyguidance/Supple%20Fact%20Sheet%203.21.20%20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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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 상실 또는 부족으로 학생이 IEP 목표에 대해 기대한 만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IEP 팀은 해당 학생에게 어떤 보상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OSPI는 팬데믹 중 FAPE 제공 불능 또는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회복 서비스 

유형을 지칭하기 위해 보상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미 교육부에서는 학교가 재개방될 경우 IEP 팀은 코로나19 팬데믹 및 2020년 학교 시설 폐쇄로 

인한 특수 교육 서비스 부족 결과인 FAPE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EP를 받는 

학생에게 보상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개별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해야 한다고 시사했습니다.9 코로나로 인한 학교 폐쇄 기간 동안 학생은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 지연이나 교육구의 서비스 제공 실패로 인해, 또는 학생의 요구가 너무 복잡하여 

서비스가 원격 학습 플랫폼 또는 기타 대체 수단을 통해 합리적으로 제공되지 못했을 경우 FAPE를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보상 교육의 양과 유형은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개별화되어야 하며, 학생이 

교육구가 애초에 제공해야 했던 특수 교육 서비스의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10  

회복 서비스 결정 

회복 서비스 관련 결정은 학생의 현 수준 및 진행 상황 대비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의 기대 

진행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진행 상황 자료는 지속적인 학습 계획(Continuous Learning Plans, CLP) 및 

2020년 봄 학교 시설 폐쇄 기간 도중 또는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한 모든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IEP 팀은 학생의 코로나 이전 IEP에서 예상되는 진행 상황을 기반으로 회복 서비스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11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정된 IEP 및 영향을 받은 서비스가 회복 서비스의 주요 고려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와 가족은 학교 시설 폐쇄 시점부터 학생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 서비스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모든 특수 교육 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구는 필요에 따른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비롯한 언어 접근성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12 교육구는 학부모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9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0). 2019년 코로나 발생 중 장애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관련 질의 응답.  
10 Reid v. District of Columbia, 401 F.3d 516, 534 (D.C. Cir. 2005). 
11 IEP 팀은 코로나 이전, 코로나 발생 중 시설 폐쇄, 그리고 대면 교육 재진행 이후 IEP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학생이 회복 

서비스를 필요로 할지에 대한 개별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Q&A B-1) 

12 WAC 392-172A-03100 및 WAC 392-172A-05001 

https://www2.ed.gov/policy/speced/guid/idea/memosdcltrs/qa-covid-19-03-12-2020.pdf
https://www2.ed.gov/policy/speced/guid/idea/memosdcltrs/qa-covid-19-03-12-2020.pdf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72A-0310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72A-05001


 

 

회복 서비스 결정 순서도 

회복 서비스 관련 결정은 학생의 현재 수준, 진척도,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비교해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의 예상 진행 

상황이 어땠을지에 중점을 둡니다.13 

 현재 수준 진척도 서비스 

 
코로나 

이전(기준) 

코로나 이전에 학생의 현재 성과 수준은 

어땠습니까? 

코로나 이전 IEP 목표에 대한 학생의 진척도는 

어땠습니까? 

학생의 코로나 이전 IEP에 어떤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문서화되었습니까? 

 

2020년 

봄부터 

현재까지 

학부모들은 어떤 우려를 제기했습니까?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학생의 예상 

수행능력 수준 대비 학생의 현재 수행능력 수준 

차이는 무엇입니까? 

IEP 목표에 대해 학생의 진행 수준이 기준 수준에 

비해 얼마나 미달되었거나 느려졌습니까? 

FAPE 기본 제공 대비 2020년 봄과 2020~21 

학년도에 학생에게 어떤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까? 

학생은 2020년 봄과 2020~21 학년도에 제공된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이용했습니까? 

 

회복 

서비스 

결정 

학생은 언제 어떻게 회복 서비스를 이용합니까? 

회복 서비스가 방과 중 또는 방과 외 시간에 

제공되는지에 관계없이, 포괄적 이용에 어떤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학생의 현재 진척도, 나이 및 발달 수준을 

기준으로 확인된 회복 서비스 영역에 대한 예상 

진척도의 달성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IEP 팀의 합리적인 진행 미달 해결 방법을 

포함하여, 학부모는 회복 서비스에 대한 진행 

상황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통보받습니까? 

학생의 현재 수준과 팬데믹 중 누락 또는 감소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회복 서비스가 필요한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또는 IEP 팀의 합리적인 

진행 미달 해결 방법을 포함하여 부모는 회복 

서비스에 대한 진행 상황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통보받습니까? 

확인된 회복 서비스 영역의 경우,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이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진척도 달성을 돕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13 참고: 진행 상황 관련 데이터는 CLP 및 2020년 봄 학교 시설 폐쇄 기간 도중 또는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한 모든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IEP 팀은 학생의 코로나 이전(기준) IEP에서 

예상되는 진행 상황을 기반으로 회복 서비스의 필요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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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서비스 문서화 

보상 교육과 같은 회복 서비스는 학생을 위한 FAPE 제공과 관련이 있으며, 사전통지서(Prior Written Notice, 

PWN)는 학생을 위한 FAPE 제공과 관련하여 IEP 팀이 제안한 조치를 기록하므로 PWN에 문서화됩니다(Q&A B-5). 

회복 서비스는 방과 외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EP 팀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팀은 이 내용을 PWN에 

문서화하여 서비스가 학생의 최소 제한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방과 중 회복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회복 서비스의 빈도, 위치 및 기간을 포함해 학생의 IEP에 

회복 서비스가 식별되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팀은 IEP가 수정될 때마다 IEP 수정을 완료하고 PWN을 

발급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철저한 PWN은 IEP 팀의 회복 서비스 관련 결정을 다루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회복 서비스에 대한 IEP 

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는 PWN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 제안 조치: IEP 팀이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결정한 회복 서비스를 설명합니다(또는 학생에게 회복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문서화합니다). 여기에는 타임라인(서비스 시작 및 종료 날짜), 일정(빈도, 기간, 위치), 

서비스 영역(특정 목표 포함), 진행 상황 모니터링에 대한 고려사항 및 LRE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설명: IEP 목표에 대한 학생의 현재 성과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부족을 고려하여 

FAPE에 회복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팀은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 고려할 데이터/정보: 진행상황 보고, 학생의 원격 교육 참여, 벤치마크 평가, 교사 관찰, 평가, 성적, IEP 목표, 

작업 완료, 형성적 평가, 단원 평가, 비공식 읽기 및 수학 인벤토리, 학부모 및 학생 의견 등.  

• 기타 고려사항: 회복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기타 고려되는 옵션은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 거부된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십시오. 예: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회복 서비스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기타 요인: 회복 서비스를 요청한 시기와 교육구가 해당 요청에 대해 취한 조치에 대한 타임라인을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교육구는 회복 서비스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FAPE를 제안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제안된 IEP, 회복 서비스 

옵션 또는 타임라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OSPI는 교육구에게 개정 필요 여부 논의를 위해 학부모와 추가 소통할 

것을 권장합니다. IEP 팀은 회복 서비스의 필요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안된 계획 및 학부모가 제공된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교육구와 학부모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학부모는 분쟁 해결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팬데믹 중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일부 가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서비스 이용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일부 가족은 교육구가 대면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할 때에도 원격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IEP 팀은 제공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가용성과 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보상 교육의 보상에서 행정법 판사 또는 OSPI는 가족이 제공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과 같이 

보상을 줄일 수 있는 완화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OSPI는 학생의 IEP 팀이 여전히 학생의 필요와 코로나19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학생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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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서비스 제공 

IEP 팀은 일정, 예상 타임라인, 서비스 영역 및 서비스 규모를 포함해 회복 서비스에 대한 학생의 필요를 결정합니다. 

회복 서비스의 규모 및 유형이 학생의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직원 및 교통 수단의 가용성, 유치원 및 

21세 이상의 학생에게 전환 회복 서비스(Transition Recovery Services)를 제공하기 위한 고려사항과 같이 교육구가 

회복 서비스를 예약하고 제공하는 시기와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정 및 타임라인  

회복 서비스 일정 및 타임라인은 학생의 나이, 발달 상태 및 필요 영역과 함께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이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기반으로 한 개별적 결정입니다. 회복 서비스는 방과 외 또는 방과 중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계없이 학생의 LRE에 포함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Q&A B-5) 

여름 동안 제공될 회복 서비스의 경우, ESY 서비스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팬데믹으로 인해 시작된 회복 

서비스에 대한 결정과는 별개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Q&A B-4) 

인력 및 교통 

OSPI는 특수 교육 직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속적인 도전 과제임을 인식합니다. 여기에는 방과 외 회복 

서비스 가용성이 포함됩니다. IEP 팀과 교육구는 특수 교육 제공자들에게 시기 적절하고 유연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오랫동안 시행해 왔으며, 회복 서비스에 대한 적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옵션을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옵션에는 교육구 직원을 위한 추가 계약, 면허 또는 인증을 받은 직원 또는 기타 교육 

기관과의 계약, 특수 교육 직원의 직접 감독 및 모니터링 하에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교육구 직원과의 

협력, 인근 교육구 및 교육 서비스 지역(Educational Service District, ESD)과의 협력 및 교육 서비스, 그리고 짧은 

휴식 간에 시행되는 회복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과 외 시간에 회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이 제공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 옵션에는 

구내 교통, 지역적 공유 계약, 민간 교통 옵션 또는 여행 비용에 대한 학부모 환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14 OSPI는 

회복 서비스 이용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 서비스의 확장이 지속적인 도전 과제가 될 것임을 인식하고 IEP 팀과 현지 

및 지역 운송 부서 간의 사전 협력적 문제 해결을 권장합니다.  

 

유치원 회복 서비스 

미취학 연령의 장애 아동은 학교 시설 폐쇄 및/또는 원격 또는 가상 학습 기회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비스 

지연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돌봄과 교육은 가족들이 팬데믹의 여파로부터 재정적으로 회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의 노동력 활성화 및 모든 학부모와 보호자의 참여 보장에 필요합니다.15" IEP 대상 어린이를 

위한 회복 서비스는 발달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계획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구 직원은 방학 동안 

 

14 WAC 392-172A-02095 
15 전국 헤드 스타트 연합(National Head Start Association, NHSA). (2021). 미국 구조 계획(The American Rescue Plan): 헤드 스타트 가족 및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정책 변화(p. 4).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72a-02095
https://www.nhsa.org/wp-content/uploads/2021/03/The-American-Rescue-Plan-Head-Start.pdf
https://www.nhsa.org/wp-content/uploads/2021/03/The-American-Rescue-Plan-Head-Start.pdf
https://www.nhsa.org/wp-content/uploads/2021/03/The-American-Rescue-Plan-Head-Sta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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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핵심 교육 시간 외에 유치원 회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계약된 기관 또는 지역 사회 기반 

유아 프로그램(예: 헤드 스타트(Head Start), ECEAP)에서 제공하는 유치원 회복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 회복 서비스에는 원격 학습 이용, 직원 배치, 여름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술과 노숙을 

경험하는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 21세 이상의 전환기 회복 서비스(Transition Recovery Services) 

전환 회복 서비스(Transition Recovery Services)는 IEP 대상 학생을 위한 추가 전환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추가 

서비스는 누락되거나 제한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기타 이유로 인한 IEP 목표 

또는 전환 계획의 합리적 진행 미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환 연령(일반적으로 만 16~21세)의 학생은 

팬데믹으로 인해 업무 기반 학습 및 커뮤니티 이용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IEP 팀은 해당 연령의 IEP 

대상인 모든 재학생에 대한 전환기 회복 서비스(Transition Recovery Services) 요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만 21세에 도달한 학생들도 전환기 회복 서비스(Transition Recovery Services)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 입법부는 2019~20 학년도 중 또는 그 이후에 만 21세가 된 학생을 위한 전환 회복 

서비스(Transition Recovery Services)를 지원하기 위해 2021~22 및 2022~23 학년도에 대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전환 회복 서비스(Transition Recovery Services)는 연방 및 주 제공처의 조합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자금 지원 정보가 제공되면 특수 교육 코로나 Q&A 및 OSPI 전환 웹페이지가 업데이트됩니다.16 

  

 

16 OSPI 2차 전환(OSPI Secondary Transition) 웹페이지는 전환 회복 서비스(Transition Recovery Services)에 대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특수 교육 코로나 Q&A 문서 또한 전환 회복 서비스(B-3 항목이 될 예정)로 업데이트 중입니다.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special-education/program-improvement/technical-assistance/secondary-transition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special-education/program-improvement/technical-assistance/secondary-transition
https://www.k12.wa.us/sites/default/files/public/specialed/pubdocs/Providing-Services-SWDs-School-Closures-QandA.pdf
https://www.k12.wa.us/sites/default/files/public/specialed/pubdocs/Providing-Services-SWDs-School-Closures-Qand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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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자료 

• OSPI(2021). 질문 및 답변: 2020~21 학년도 코로나19 발생 중 장애 학생에 대한 서비스 제공(Q&A 리소스 – 

현재 개정 중)  

• OSPI(2020). 2020년 워싱턴 학교 재개: 특수 교육 안내  

• OSPI(2020). 2020년 워싱턴 학교 재개: 교육구 조기 학습 계획 가이드 

• 장애 학생을 위한 포용적 학습 회복을 위한 9가지 권장사항 

• 학습자 형평성 센터(Center for Learner Equity) (2021). 모든 보트를 들어 올리는 밀물: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유인 자금 투자 

• 코로나19 당시의 보상 교육에 대한 COPPA FAQ  

• 회복 서비스에 대한 고려사항(아이오와) 

• 주 교육 기관(Chief State School Officers, CCSSO) 협의회(2020). 재시작 및 회복: 교육 및 학습 고려사항 

• 주 교육 기관(Chief State School Officers, CCSSO) 협의회(2020). 재시작 및 회복: 교육 및 학습에 대한 

고려사항: 2020~2021 학년도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의 회복 

• 전국 헤드 스타트 연합(National Head Start Association, NHSA) (2021). 미국 구조 계획(The American Rescue 

Plan): 헤드 스타트(Head Start) 가족 및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경 

• 장애 학생을 위한 코로나 회복 서비스에 대한 버지니아 교육청(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의 고려사항 

• 진행 센터(Progress Center): 학업 성취도와 기능적 성과를 제시하는 IEP 팁 시트 

  

https://www.k12.wa.us/sites/default/files/public/specialed/pubdocs/Reopening-WA-Schools-2020-SpEd-Guidance.pdf
https://www.k12.wa.us/sites/default/files/public/specialed/pubdocs/Reopening-WA-Schools-2020-SpEd-Guidance.pdf
https://www.k12.wa.us/sites/default/files/public/communications/Reopening%20Washington%20Schools%202020%20Early%20Learning%20Planning%20Guide.pdf
https://www.k12.wa.us/sites/default/files/public/communications/Reopening%20Washington%20Schools%202020%20Early%20Learning%20Planning%20Guide.pdf
https://www.ncld.org/wp-content/uploads/2021/03/9-Recommendations-for-Inclusive-Learning-Recovery-for-Students-with-Disabilities-Final-1.pdf
https://www.centerforlearnerequity.org/wp-content/uploads/CLE-The-Rising-Tide-that-Lifts-All-Boats_-Investing-Stimulus-Dollars-with-an-Equity-Focus-4.20.2021.pdf
https://www.centerforlearnerequity.org/wp-content/uploads/CLE-The-Rising-Tide-that-Lifts-All-Boats_-Investing-Stimulus-Dollars-with-an-Equity-Focus-4.20.2021.pdf
https://www.centerforlearnerequity.org/wp-content/uploads/CLE-The-Rising-Tide-that-Lifts-All-Boats_-Investing-Stimulus-Dollars-with-an-Equity-Focus-4.20.2021.pdf
https://cdn.ymaws.com/www.copaa.org/resource/resmgr/docs/2020_docs/compedhandout8-13-2020.pdf
https://cdn.ymaws.com/www.copaa.org/resource/resmgr/docs/2020_docs/compedhandout8-13-2020.pdf
https://drive.google.com/file/d/12uIIUVfy7Ds-tayAgmzehDCGxLE2tPYD/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2uIIUVfy7Ds-tayAgmzehDCGxLE2tPYD/view
https://online.flowpaper.com/753a0706/CCSSORRConsiderTeachv3/#page=1
https://ectacenter.org/~pdfs/topics/disaster/CCSSO_RR_Consider_Teach-PreK-3rd-Recovery-v3.pdf
https://ectacenter.org/~pdfs/topics/disaster/CCSSO_RR_Consider_Teach-PreK-3rd-Recovery-v3.pdf
https://ectacenter.org/~pdfs/topics/disaster/CCSSO_RR_Consider_Teach-PreK-3rd-Recovery-v3.pdf
https://www.nhsa.org/wp-content/uploads/2021/03/The-American-Rescue-Plan-Head-Start.pdf
https://www.nhsa.org/wp-content/uploads/2021/03/The-American-Rescue-Plan-Head-Start.pdf
https://www.nhsa.org/wp-content/uploads/2021/03/The-American-Rescue-Plan-Head-Start.pdf
https://www.nhsa.org/wp-content/uploads/2021/03/The-American-Rescue-Plan-Head-Start.pdf
https://www.google.com/url?client=internal-element-cse&cx=000783915327965917031:ydjbl4xbjqo&q=https://www.doe.virginia.gov/support/health_medical/covid-19/guidance_on_recovery_services.docx&sa=U&ved=2ahUKEwjaoovjm8_vAhVbF1kFHYfzCzkQFjABegQICRAB&usg=AOvVaw0HGLIH47mZ7YqNzT32xCUJ
https://promotingprogress.org/sites/default/files/2020-10/PLAAFP_IEP_Tips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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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진행 상황 모니터링(핵심입니다!) 

진행 상황 모니터링은 회복 서비스의 필요 여부와 최상의 제공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진행 

상황 모니터링 데이터는 학생들이 IEP 목표에 대한 적절한 진척도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지 결정하고, 

개선율(Rates of Improvement, ROI)을 추정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 효과를 비교하고 학생들의 목표 달성 지원에 

필요한 교육적 변화가 언제 필요한지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IEP 팀은 학생의 기준치 및 현재 ROI를 

결정하여 학생이 IEP 목표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복 서비스 및 교육 변경사항을 모든 필요 

영역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중재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지원의 강도, 빈도 및/또는 기간을 늘려 학생의 

진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중재에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학생이 IE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지원 또는 교육 변경을 필요로 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IEP 팀이 진행 상황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된 방법에 관계없이 

IEP 목표는 항상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진단 평가,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중재(정확하게 제공됨)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 모니터링 데이터 그래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학생의 현재 수행능력 수준(기준)과 각 학생의 IEP 목표 대상을 확인하는 

그래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포인트는 연결되어 학생이 연간 IEP 과정에서 성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도를 

진행 보고 기간(예: 분기 또는 삼분기)으로 나눈 목표 선을 형성합니다. 이후 IEP 팀은 진행 상황 모니터링의 반복 

측정치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학생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잘 밟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IEP 팀이 학생 진도 데이터를 검토할 때 IRIS 센터17에서 개발한 다음 그래픽은 팀이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의 

예시입니다.  

 

 

  

 

17 출처: IRIS CENTER. (2021). 진행 상황 모니터링: 읽기. 

https://iris.peabody.vanderbilt.edu/module/p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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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IEP 팀이 우려사항 및/또는 예상 진도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재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 자료를 제공합니다. 

• 대부분의 데이터 포인트가 목표 선에 위치하는 경우 학생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 중임을 나타냅니다.  

• 대부분의 데이터 포인트가 목표 선 아래에 있는 경우 학생이 적절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방식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대부분의 데이터 포인트가 선 위에 있는 경우 학생의 성적이 기대치를 초과하며 보다 엄격한 목표가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일부 학교는 내장형 도구가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엑셀 또는 종이 연필 그래프를 활용해 학생들의 진행 

상황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 모니터링 리소스 

이러한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리소스를 검토하십시오. 

• 미 연구 기관(American Institute for Research) 산하 집중 중재 센터(National Center on Intensive Intervention, 

NCII): 

o 개별적 교육 계획을 위한 학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 활용(DBI Professional Learning Series Module 2) 

o 개별적 교육 계획을 위한 학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 활용 

o 학업 목표 설정 전략 개요 

• IRIS 센터: 진행 상황 모니터링 모듈  

• 진행 센터(Progress Center): 교육자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리소스 

https://intensiveintervention.org/resource/using-academic-progress-monitoring-individualized-instructional-planning-dbi-training
https://intensiveintervention.org/resource/using-academic-progress-monitoring-individualized-instructional-planning-dbi-training
https://intensiveintervention.org/sites/default/files/DBI_Module_2_508.pptx
https://intensiveintervention.org/sites/default/files/Overview-Academic-Goal-Setting-Strategies_508.docx
https://iris.peabody.vanderbilt.edu/module/pmr/#content
https://promotingprogress.org/resources-tools/for-educa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