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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보호자님 귀하: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고등학생을 둔 부모로서, 

귀하는 자녀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환 계획은 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이 고등학교 졸업 후 미래를 계획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자녀가 21세가 되는 학년 말까지 또는 자녀가 리전트 또는 현지 졸업장을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학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이러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모든 특수교육위원회(CSE) 회의에서 전환 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 

논의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자리나 직업을 준비하는 교육 및 훈련 계획, 성인 평생 교육 또는 기타 교육 

프로그램, 지역 사회에서 활동, 일자리 구하기 및 유지하기, 독립적인 생활 및/또는 기타 성인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전환 계획은 15세까지 유효하지만(8 NYCRR 200.4(d)(2)(ix))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 과정은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모두 포함될 때 가장 성공적입니다. 

자녀가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 발달 장애인을 위한 뉴욕 주 사무국(OPWDD)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OPWDD는 가정에서의 지원, 지역사회에서의 지원 및 고용 훈련을 포함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성인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OPWDD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OPWDD 프런트 도어 

정보 세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세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리소스 

액세스 소책자 사본을 얻으려면 http://www.opwdd.ny.gov/get-started을 방문하십시오. 

자녀의 미래에 OPWDD에서 제공하는 지원과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일찍 저희에게 

연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OPWDD에 연락하면 자녀의 미래 요구사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학군에서 자녀의 전환 계획에 참여하도록 에이전시 담당자를 초대하려면 연방 장애인 교육법 및 뉴욕 

주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밀 공개 양식에 서명하고 학교에 에이전시 담당자를 초대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최선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와 함께 협력하여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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