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ital Quality에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정이 자녀 
지원을 위한 중요한 활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 
Capital Quality를 설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화두를 
살펴보겠습니다.

Capital Quality 관련 화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osse.dc.gov를 방문하거나 osse.delcommunications@dc.gov에 이메일로 문의하세요.

• 0~5세 아이의 뇌는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¹ 

• 연구 조사에 따르면 양질의 조기 학습 경험을 한 0~5세 아동이 종종 더 우수한 읽기, 수학 및 주요 사고 역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²

우수한 조기 학습 환경의 중요성

• Capital Quality는 워싱턴 DC 내 조기 학습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아동에게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Capital Quality 참여자로서 
일대일 지원을 포함하여 전문성 개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품질 개선을 지원하는 추가 장려금도 받습니다.

• Capital Quality에 참여하는 본 프로그램은 저희가 제공하는 보육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조기 보육 및 교육 
제공자들이 모인 대규모 커뮤니티에 속해 있습니다.

Capital Quality의 전문성 지원

• My Child Care DC 웹사이트(mychildcaredc.org)에서 이 시설의 Capital Quality 평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apital Quality 등급은 저희 프로그램의 강점을 이해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 시설의 Capital Quality 등급은 가정 또는 교실, 프로그램 및 교사와 아동 간의 관계를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저희는 특정 부분의 품질 개선을 위해 Capital Quality 품질 개선 촉진자와 협력합니다.

프로그램 품질 이해를 돕는 평가 등급

(뒷면으로 계속)

• 이 프로그램은 자녀의 기본적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다. 초기 등급은 최근에 Capital Quality 평가 시스템에 
등록된 프로그램에 주어집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발 중’, ‘발전 중’, ‘우수’ 또는 ‘최우수’와 같은 Capital Quality 등급 
평가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 현재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초기 Capital Quality 등급 프로그램

1. 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 (2007). The Scien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Brief).  
www.developingchild.harvard.edu에서 발췌.

2. Hirokazu Yoshiwaka et al., Investing in Our Future: The Evidence Base on Preschool Education,  
Foundation for Child Development, 2013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osse.dc.gov를 방문하거나 osse.delcommunications@dc.gov에 이메일로 문의하세요.

• 본 시설의 Capital Quality 등급은 ‘발전 중’입니다. 이 등급의 프로그램은 자녀의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프로그램이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 정서적 발달을 증진하는 협조적인 관계(예: 대응적 일정 설정, 
따뜻한/긍정적인 관계)가 포함된 보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증거가 보통 수준으로 존재합니다.

• 저희는 제공하는 보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영역]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Capital Quality 품질 개선 촉진자가 시설의 Capital Quality 등급에 따라 지속적인 품질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품질 개선 촉진자는 필요 영역의 개선을 돕기 위해 저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 본 시설의 Capital Quality 등급은 ‘우수’입니다. 우수 등급의 프로그램은 자녀의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프로그램이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 정서적 발달을 증진하는 협조적인 관계(예: 대응적 일정 설정, 
따뜻한/긍정적인 관계)가 포함된 보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증거가 양호하게 존재합니다.

• 저희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영역]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Capital Quality 품질 개선 촉진자가 시설의 Capital Quality 등급에 따라 지속적인 품질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품질 개선 촉진자는 훨씬 더 나은 품질 제공을 위해 저희를 돕고 있습니다.

• 본 시설의 Capital Quality 등급은 ‘최우수’입니다. 최우수 등급의 프로그램은 자녀의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프로그램이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 정서적 발달을 증진하는 협조적인 관계(예: 대응적 일정 설정, 
따뜻한/긍정적인 관계)가 포함된 보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증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 저희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영역]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Capital Quality 품질 개선 촉진자가 시설의 Capital Quality 등급에 따라 지속적인 품질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품질 개선 촉진자는 훨씬 더 나은 품질 제공을 위해 저희를 돕고 있습니다.

발전 중 Capital Quality 등급 프로그램

우수 Capital Quality 등급 프로그램

최우수 Capital Quality 등급 프로그램

(앞면에서 계속)

• 본 시설의 Capital Quality 등급은 ‘개발 중’입니다. 이 등급의 프로그램은 자녀의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프로그램이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 정서적 발달을 증진하는 협조적인 관계(예: 대응적 일정 설정, 따뜻한/긍정적인 
관계)가 포함된 보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증거가  최소한으로 존재합니다.

• 저희는 제공하는 보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영역]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Capital Quality 품질 개선 촉진자가 시설의 Capital Quality 등급에 따라 지속적인 품질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품질 개선 촉진자는 필요 영역의 개선을 돕기 위해 저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 Capital Quality 등급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