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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자녀의 최근 특수 교육 평가가 불만족스럽습니까??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평가 때문에 학군에서 자녀에게 필요한 특수
교육 자격 요건 또는 필수 서비스 또는 지원을 거부했습니까?
귀하의 자녀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요청했으나 학구에서 이를

-

무시하거나 “안된다!” 라고 대답하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예라고 답한 질문이 있다면, 공비를 사용한 IEE 를 받을 권리에 대해 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연방 특수 교육 규정은 다음의 조항을 명시합니다:
“공공 기관에서 이루어진 평가에 대해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공비를 사용한 IEE 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1

1

34 C.F.R. § 300.50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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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특수 교육 규정은 또한 부모가 공비를 사용한 독립적 교육 평가(IEE)를
받을 것을 요청한 경우, 학군에서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다음 중 한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학군의 평가가 적절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 이의 보고.
또는
- 심리에서 기관이 300.507 부터 300.513 까지 조항에 따라 부모가

취득한 평가가 기관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군은 독립적 교육 평가가 공비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2
즉, 귀하가 공비를 사용한 IEE 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경우 학군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귀하가 개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IEE 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2) 적법 이의 신청을 하고 행정법
판사에게 해당 학군의 평가가 적절한 것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모든 특수 교육 관련 법 중 부모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항 중 하나입니다.
학군의 입장에서는 심리에 참석하는 비용이 IEE 에 지불하는 비용보다 비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학군은 귀하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방법
귀하의 자녀가 공비를 사용한 독립적 교육 평가(IEE)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단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Id. at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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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비를 사용한 독립적 교육 평가의 서면 요청서 제출
첫 번째로 할 일은 IEP 팀의 담당자 또는 학교의 행정 관리자에게 귀하가
학군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며 공비를 사용한 IEE 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학군은 귀하에게 그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나, 학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학군은 귀하가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을
핑계로 귀하의 요청에 대한 처리를 늦출 수 없습니다.3
학군에 다른 요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요청 사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귀하는 요청 서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받는 이로 적힌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 원본을 보내는 것 외에 학군의 특수 교육 부서에
사본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IEE 에 대한 요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요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서면 증거로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가
학군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며 공비를 사용한 IEE 요청을 학군에
통지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면 학군에서 귀하의 IEE 금액을 환급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하여, 귀하가 모든
절차에 따랐음을 보여주는 요청 서한 사본을 갖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2. 응답 기다리기
귀하가 요청을 제출한 후에는 학군에서 응답할 적절한 시간을 주고 아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제출된 후 특정 시간
또는 며칠 내에 학군에서 공비를 사용한 IEE 를 제공하거나 이의 제기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연방 또는 캘리포니아 주 특수 교육 법에 나와

3

Id. at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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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않습니다. 연방 및 캘리포니아 주 특수 교육법에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학군에서 이의 제기를 보고하거나 IEE 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다른 주의
경우, 주에서 학부모의 신청을 수취한 후 IEE 또는 이의 제기를 5 일~ 30 일
사이에 승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한 학군이 IEE
요청을 받은 후 이의 제기를 보고하기까지 3 개월이 소요된 것에 대해
법원에서 이를 불필요한 지체로 판결한 경우가 있습니다.5 이 경우 법원에서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을 불필요한 지체의 구성으로 배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지체를 결정하는 요소의 단서를 제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사용된 용어로부터 일단 불필요한
지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학군은 학군 평가의 유효성에 관계없이
학부모의 공비를 사용한 IEE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6 공비를 사용한 EE 를 요청한 후 불만을 보고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 동안 먼저 응답을 기다릴 것을 권고합니다. 충분한 시간이란 15
수업일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학군에서 직접 평가를 수행할
경우 부모의 요청을 받은 후 평가 계획을 발표하는데 걸리는 기간과
같습니다.

4예를

들어, 메인 주의 경우 학군에서 30 달력일 이내에 IEE 를 제공하거나 이의 제기를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 루이지애나 주는 10 수업일 허용, 미시간 주는 7 달력일 허용,
매사추세츠 주는 5 수업일 허용, 위스콘신 주의 경우 학군이 15 일 이내에 서면 응답을 할
것을 요구.
5

Pajaro Valley 통합 학군. v. J.S., 47 IDELR 12, 50 (N.D. Cal. 2006).

6인용

(“학군의 적법 절차 심리 신청을 불필요하게 해명 가능한 이유 없이 지체한 경우,

공비를 사용한 독립적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학생의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되며, 이는 학생에게 유리한 판결을 보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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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부”를 답변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학군에서 IEE 를 승인하는 경우, 귀하의 독립적 평가를 취득하기 위한 필요
절차 수행을 위해 학군과 협력하십시오.. 학군에서 이의 제기를 보고한 경우,
심리에 가서 행정법 판사에게 귀하가 학군의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및 IEE 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또한,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에 전화하여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특수
교육에 대한 권리 및 책임 편람 사본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 후에도, 학군에서 귀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 보고 없이 귀하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귀하는
학군에서 연방 규제 요건의 34 장 200.502(b) 조에 명시된 귀하의 권리를
위반했음을 통지하는 또 다른 서한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서한에서
귀하는 학군의 무응답을 귀하의 요청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으로 여길
것임을 경고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학군에 귀하가 자비로 IEE 를 수행 한 후 환급을 위해 영수증을 제출할
것임을 알립니다. 또는, 2) 학군에서 귀하가 선택한 IEE 기관에 직접 지불할
것을 요청합니다. 귀하는 또한 학군에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바로 4 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4. 다른 조치들이 성공하지 않았을 경우, 법규 준수 불만 보고
학군에서 아직도 IEE 를 승인하지 않았거나 이의 제기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캘리포니아 교육부(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법규 준수 불만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불만 보고에서 귀하는 학군이 연방
규정집 제 34 편 조 300.502(b)에 의한 귀하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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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해결책으로 CDE 에서 학군이 귀하에게 IEE 를 즉시 제공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불만 보고와 함께 귀하의 IEE 에 요청 사본 및
CDE 가 귀하에게 유리하게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군 또는
귀하의 기타 문서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CDE 는 일반적으로 불만이
보고된 후 60 일 내에 판결을 발행합니다. 법규 준수 불만은 다음의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1430 “N” Street, Suite 2401
Sacramento, CA 95814-5901
법규 준수 불만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PAI 의
특수교육에 대한 권리 및 책임 편람의 6 장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아이의 IEE 수행을 위해 어느 기관을 선택할 수 있나요?
학군이 IEE 에 대해 동의하였든 이의 제기를 보고하기로 하였든 간에 학군은
반드시 “독립적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독립적 교육 평가에 대한
기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7 이 정보는 귀하 지역의 자격을
갖춘 평가 기관 목록 및 가격 가이드라인, 학군이 채용한 기타 기준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귀하가 학군에서 제시한 평가 기관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학군이 제안하지 않은 다른 기관을 선택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불 및 환급 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귀하가 선택하는 평가 기관이 기관
기준의 모든 자격 사항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십시오. 학군이 불합리하게

7

34 C.F.R. § 300.50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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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독립적 교육 평가의 의미가 상실되는 경우,
학군이 공비를 사용한 IEE 를 불필요한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규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군에서는 추후 환급만 가능하다고 하나 제가 미리 IEE 에 지불할 수
있는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 교육법 및 규정에는 학군에서 공비를 사용한 IEE 를 제공하는 경우
어떤 특정 순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IEE 에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군에서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IEE 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별 평가 기관에 직접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군에서 적합한 방법을 마련하기를 거부한다면, 귀하는 법규 준수
불만 제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불할 능력이 될 경우, 일단 먼저 평가 비용을 지불한 후 나중에
학군에서 환급을 받아야 할까요?
학부모로서, 귀하는 언제든지 공비를 사용한 IEE 를 받은 후 학군에서 귀하
자녀의 IEP 개발 평가를 위해 이를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8
그러나, 학군에 미리 공비를 사용한 IEE 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군에서 응답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자비로 독립 평가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자비로 독립적 평가 비용을 지불했다면, 귀하가
학군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였고 IEE 를 신청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학군에서 귀하의 평가 비용을 환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8

Id. at (a),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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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를 사용한 IEE 로서 어떤 종류의 평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법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귀하는 학군에서 특수 교육 자격
기준 또는 학생의 장애 가능 부문에 대한 교육적 필요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평가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교육적
평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보조 기술 평가, 말하기 평가, 작업 치료 평가,
기능 분석 평가 등 세분화된 평가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공비를 사용한 IEE
를 요청하는 것은 학군에서 실시한 기존 평가에 동의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분화된 평가를 이미 학군에서 실시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또는 규정은 해당 평가가 얼마나 최근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규제사항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평가가 수년 전에 수행된 것이라도, 그것이 가장 최근의 평가이고
귀하가 처음으로 공비를 사용한 IEE 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IEE 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군에서 독립적 평가 기관이 제 아이에 대해 교실 수업 환경 등을 포함하여
학교 내에서 직접 관찰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군이 수업 중 관찰을 통해 평가를 수행했거나, 학군 평가자에게
수업 중 관찰을 허용했다면, 이와 같은 기회를 독립적 평가 기관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의 제기 심리 전후에 IEE 를 요청한 것과
관계없이, 이는 현재 교육적 배치 및 환경, 그리고 학군에서 제안한 새로운
배치 및 환경에서의 관찰을 포함해야 합니다.9

9

Cal. Ed. Code § 5632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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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자주 공비를 사용한 IEE 를 요청해도 되나요?
연방 규정에는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공공 기관의 평가 당 학부모가
공비를 사용한 독립적 교육 평가를 한 번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10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공비를 사용한 IEE 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공비를 사용한 IEE 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학군에서
귀하의 자녀를 재평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신청하는 대신 법규 준수 불만 제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규 준수 불만 제기 절차는 학군이 특수 교육법의 절차적 요건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규 준수 불만 제기 시, CDE 는 절차적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학군에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일단
불만이 제기된 경우 보통 학부모 측에서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학군의 평가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아니라, 귀하가 공비를
사용한 IEE 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적절하게 응답하는 데에 불필요한 지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이의 제기 신청 과정은 행정법 판사 앞에서의 행정 심리입니다.
이의 제기 심리의 경우 법규 준수 불만 제기보다 약간 짧은 시간이 소요되나,
재판과 비슷하고 변호사가 거의 항상 학군을 대변하기 때문에 학부모에게는
좀 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게다가, 최근의 대법원 판결로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입증의 책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좀 더

10

34 C.F.R. § 300.502(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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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되었습니다.11 결과적으로 법규 준수 불만 제기가 더 나은
전략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하기로 한
경우, 이의 제기 요청의 다양한 사안 중 하나로서 공비를 사용한 IEE 의 규정
관련 위반 사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is funded by a variety of sources, for a complete
list of funders, go to http://www.disabilityrightsca.org/
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11

Schaffer v. Weast., 546 U.S. 49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