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4 월 18 일
주제: 조지아 특별 장학금
학부모님께,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저희 교육구에서 504 개별 조정 계획(Individual Accommodation Plan)이
있는 학생의 부모님들께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선택 옵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지아주 의회에서
통과된 주법에 따라, 특수 교육 서비스 또는 섹션 504 조정을 받는 학생이 IEP/504 를 가지고 있고 조지아
공립학교에서 한 학년도 전 과정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해당 학생의 부모님은 자녀를 다른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선택 / 교육구 내 전학 옵션
전학을 가고자 하는 학교/프로그램에서 학생을 수용할 여유가 있고 해당 학교에 자녀가 받고 있는
IEP 서비스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교육구 내 다른 공립학교로 전학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의 전학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목록은 GCPS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학생 자격 기준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https://www.gadoe.org/External-Affairs-and-Policy/Policy/Pages/Special-NeedsScholarship-Program.aspx 링크를 참조하세요. 이 옵션을 선택하실 경우 교통편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이 옵션을 고려하신다면 다음 주소로 첨부된 요청서를 2022 년 6 월 3 일 자정까지 팩스 또는 미국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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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선택 옵션
자녀를 조지아 내의 사립학교로 전학시키고 싶으시면 조지아 특별 장학금(Georgia Special Scholarship)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조지아 주 내에서 참여하는 사립학교의 등록금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합니다. GSS 홈페이지의 장학금 계산기를 이용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DOE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 https://www.gadoe.org/External-Affairs-andPolicy/Policy/Pages/Special-Needs-Scholarship-Program.aspx
교육구 간(학교 시스템 외부) 옵션
전학을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할 여유가 있고 해당 시스템/학교에 자녀가 받고 있는 IEP/504
서비스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부모님은 다른 교육구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고 교육구가 자녀를 수락하는 경우, 교통편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다른 시스템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전학시키고 싶으시면 해당 시스템에 직접 문의하세요.
또한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가 운영하는 청각 및/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주립학교로
전학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립학교 전학 수락 여부는 해당 환경이 학생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실 경우 교통편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주립 학교로 전학시키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조지아 교육부에 문의하세요.
사립학교 선택 옵션 또는 기타 공립학교 옵션에 관심이 있으시면 조지아 DOE 웹사이트
https://www.gadoe.org/External-Affairs-and-Policy/Policy/Pages/Special-Needs-Scholarship-Program.aspx 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GCPS 교육구 내 전학 옵션(Intra-School Transfer Option)에 관심이 있으시면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셔서 2022 년 6 월 3 일 자정까지 저희 사무실로 회송해 주세요. 모든 요청서는 동시에
검토되며, 결과는 2022 년 7 월 4 일이 속한 주까지 미국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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