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이 학업 및 사회정서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학교에 등교하는 
것입니다. 5-18세 아동청소년의 학교 출석은 법에 의해 요구됩니다. 주교육감실(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SSE)은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2022-23학년도 
컬럼비아 특별구 출석 정책에 몇 가지 변경안을 채택하였습니다. OSSE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가오는 학년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요 변경안을 요약한 본 1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2022-23학년도 업데이트 

•	 60/40 규칙: 학생은 전체 수업일수의 60% 이상 등교해야 필요한 출석일수를 채운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수업일수의 80%를 출석해야 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학생들이 현저하게 
지각하는 경우에도 학교에 등교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	 학생지원팀(SST) 요구 사항: 주로 교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지원 담당자 및 학교 행정관으로 구성된 
SST는 출석 장벽을 파악하고 학생과 가족을 학교 출석 개선에 필요한 지원처와 연결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구축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 단일 성적 기간(분기, 3학기 또는 학기)에 5일 무단 결석한 경우, 학생은 초기 학부모 회의 및 계획 
개발을 위해 SST에 회부됩니다. 

 � 한 학년도에 10일 무단 결석한 경우, SST는 학교 행정관에게 결석을 보고하고 즉각적인 개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온라인 학교의 출석 정책 요구 사항: 정규 시간을 원격 교육으로 제공하는 승인된 학교는 출석 
정책을 가족과 서면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실시간 수업을 할 때 교사는 학생이 출석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카메라를 통해 학생을 확인하도록 요구됩니다. 교사의 실시간 교습 없이 학생이 
과제를 완료해야 하는 실시간 교육이 아닌 수업의 경우, 과제를 완료해야 출석으로 표기됩니다. 
학부모는 원격 학습 기간 동안 학생을 적절히 감독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	 의료 증서: 학교에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위중증 위험군에 속하는 개인 또는 가족의 
의료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원격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의료 증서 절차는 만료되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학생과 가족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널리 이용 가능합니다.

•	 학생 예방접종(미접종자는 등교 금지):  팬데믹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립 학교를 비롯한 DC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필수 예방접종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 사항은 
아니지만 COVID-19 백신접종과 관련된 새로운 요건이 있습니다.  2022-23학년도부터 12세 이상의 
모든 학생은 면제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COVID-19 백신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 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안내문을 참조해 주십시오.

해당 출석 규정 변경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자녀의 학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23학년도 새 출석 규정:

가족이 알아야 할 사항
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age_content/attachments/Immunization_Flyer_update_052521_FINAL.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