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 자금 공공 교육 무료 비용을 받는 비 
자치구 거주민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곳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C법 하에, 교육 주 교육감 오피스는 거주 사기를 완전하게 
조사하는 협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이름 및 점수

학생에 대한 설명

학교명

학부모 성명

거주지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주소*

다른 주의 주소 *

학부모 자동차 정보

이 학생이 잠재적인 
비거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래 사항을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719.6500 
osse.dc.gov/service/enrollment-and-residency

학생 거주 사기
예방 핫라인

교육 주 교육감의 콜롬비아 지역

허위 거주 정보 제공에 대한 처벌:

콜롬비아 공공 학교 또는 공공 자선학교 회사를 포함한 학생 거주 증명과 관련 있는 공공 사무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사람들은 수업료를 소급적으로 부과할 것이며 $2,000이하의 벌금 비용 또는 90일 이하의 징역을 받을 것 
입니다. 하지만, 벌금과 징역이 둘 다 이루어 지지는 않으며, 1960년 9월 8일에 승인되고 2012년 (D.C. Code §38-312) 
콜롬비아 공공 학교 및 공공 자선 학교 학생 거주 사기 방지 개정법에 의해 수정된 콜롬비아 비 거주 비용법을 따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다음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언은 기밀 사항이며, 정보는 익명으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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