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이름: 

주 교육감 사무실 

 

 

사명 선언문: 

The mission of the 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SSE) is to remove barriers and create 

pathways for District residents to receive a great education and prepare them for success in college, careers, 

and life. 

주 교육감 사무실 (OSSE)의 임무는 장벽을 제거하고 교육구 주민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고 대학, 직업 및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 할 수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OSSE 란 무엇인가요? 

주 교육감 사무실 (OSSE)은 모든 DC 거주자를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워싱턴 DC 주 교육 

기관입니다. OSSE 는 교육청이 미 교육부와 연락하는 역할을 하며 교육구의 전통 및 공립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 컬럼비아 특별구 (Columbia District)에서 관리되는 모든 연방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보조금 감독. 

• 학교, 대학 및 인력 준비 태세에 부합하는 주 차원의 표준 개발. 

• 자격이 되는 교육구 가정을 대상으로 고품질 과 유치원 진학을 보장. 

• 지역구의 가장 취약한 학생 인구를 돕기위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 

• 대학 및 직업 준비를 위한 연례 파트너십(PARCC), 및 주 전역의 학생 학업 성취도 시험인 DC 

Science 를 관리. 

•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에 지역별 방문 교통 서비스 제공. 

• DC 및 전국의 공립 및 사립 대학 및 대학교의 유자격 교육구 학생에게 고등 교육 재정적 지원을 

제공. 

• 건강 및 체육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년 내내 무료 식사를 제공. 

• 학생 운동 선수들의 교육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는 대항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DC 주 운동 

협회 (DC State Athletic Association, DCSAA) 감독. 

• 전통 및 공립 차터 스쿨 및 학생 결과에 관한 주 전역의 학교 데이터를 보고. 

• 모든 학생 성공법 (Student Succeeds Act)에 따라 학교 지원 및 개선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 

http://osse.dc.gov/service/early-learning
http://osse.dc.gov/service/partnership-assessment-readiness-college-and-careers
https://osse.dc.gov/page/dc-science-assessment
https://osse.dc.gov/page/dc-science-assessment
https://osse.dc.gov/page/dc-science-assessment
http://osse.dc.gov/service/special-education-transportation
https://osse.dc.gov/service/higher-education-financial-services
https://dcsaasports.org/
https://dcsaasports.org/
https://dcsaasports.org/
https://osse.dc.gov/essa


선택된 서비스: 
 

DC 학비 지원 보조금 (DCTAG) 및 시장 학부 장학생 프로그램 

 
 

DC 학비 지원 프로그램 (DC TAG) 은 콜롬비아 특별구의 대학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고등 교육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의회가 1999 년에 창안했습니다. 워싱턴 대도시 지역의 모든 공공 기관,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HBCUs) 및 비영리 전문 대학이 DCTAG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DCTAG 는 미국, 괌 및 푸에르토 리코 전역의 공립 단과 대학 및 대학의 주 및 주외 수업료의 차이에 대해 

$ 10,000 까지의 교부금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구 거주자를 위한 고등 교육 선택을 확대합니다. 또한 

DCTAG 는 워싱턴의 사립 대학, DC 대도시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및 사립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HBCU)의 수업료에 대해 연간 2,500 달러까지 제공합니다. 현재 DCTAG 에는 300 개 이상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이 DCTAG 에 참여하는지 알아 보려면 참여 대학 목록을 

방문하십시오:https://osse.dc.gov/dctag 
 
 
시장 학부 장학생 프로그램은 일부 지역 대학 및 대학교에서 첫 준학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자격이 있는 DC 거주자를 위해 필요 기반 기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재정 보조 패키지와 

출석 비용 간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 고안된 상입니다. 전형적으로, 장학생 장학금 수혜자는 학년 당 최대 

$ 4,000, 준학사 학위의 경우 최대 4 년, 학사 학위의 경우 최대 6 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시장 학부 장학생 프로그램은 DC 대도시 지역의 일부 대학에 다니는 지역구 주민들을 지원합니다. 

수령인은 지난 10 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고등학교 동등 자격증 (예 : GED)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시장 장학생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osse.dc.gov/mayorsscholars 

https://osse.dc.gov/dctag
https://osse.dc.gov/mayorsscholars


통학 (OSSE DOT) 
 

학생 교통부 (OSSE DOT)는 교육구의 자격이 되는 특별 지원 학생들을 매일 안전하게 학교까지 운송하는 

지역 교통 시스템입니다. OSSE DOT 는 컬럼비아 특별구 전역에 있는 4 개의 버스 터미널에서 시작하여 

매일 약 34,000 마일을 다니는 521 개 이상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자료 센터 (전화 번호 : (202) 576-5000)는 학생들의 교통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20 분 이상 

버스 지연을 알리고 악천후 또는 기타 비상 사태로 인해 노선 일정 변경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겁니다. 

질문이 학부모 자료 센터로 보내지면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GPS 기술을 사용하고 터미널 및 운전자와 

통신하며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실시간 정보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질문에 답변합니다. 

 
보육비 지원 : 보육 바우처 프로그램 

 
 

콜롬비아 특별구는 자격이 되는 가정이 보육비를 지불 할 수 있도록 돕는 연방 기금 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보육 바우처 프로그램은 가족에게 다양한 보육 옵션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일정과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족은 자신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족은 업무 시간 동안 휴먼 서비스, 경제 안보 관리, 육아 서비스 와 사무실을 방문하여 보육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선택한 허가 된 2 등급 보육 제공자에게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완료하려면 시설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보조 보육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 후, 귀하는 귀하의 처음의 신청 사이트에서 가입 자격 

담당자와 면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인터뷰하는 동안, 가입 자격 담당자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 대한 

모든 관련 자격 요소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얻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6 주에서 12 년까지 적격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19 세 생일까지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dhs.dc.gov/node/120852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 돌보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1. 조기 교육 부서에 연락하여 보육 제공자가되는 것에 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신청하려면 이미 

허가 된 컬럼비아 특별구 아동 발달 시설 제공자여야 합니다. 면허가 있는 보육 제공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2. 면허가 있는 아동 발달 시설 제공자이고 육아 보조 제공자가되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합니다. 등록 정보 및 보조금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육아 보조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승인 된 의료기관은 허가 된 용량의 95 %까지 보조금 바우처를 

받는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유아 교육 서비스 부서가 서면으로 본 계약서를 

승인 할 때까지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상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DC 학교: DC 에서 공립학교 옵션 검색 

 
 

나의 DC 학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공립학교에 대한 일반 학교 지원 및 추첨을위한 웹 사이트입니다. 

DC 의 공립학교 및 차터 학교에 대해 배우고, 학교에 지원하고, DC 학교에 학생을 등록시키려면 나의 DC 

학교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myschooldc.org/ 
 
 

학교에 입학하기위한 DC 거주 확인 

 
 

DC 공립학교에 등록하려면 학군의 전통적인 공립 또는 공립 차터 스쿨에 배정되거나 다니고자 하는 각 

학생에 대해 DC 거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를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DC 체류 확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DC 거주 확인을 위해 다음 항목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급여 명세서; 

• 보족적 소득 보장 연간 혜택 통지; 

• 세무국 (DC Tax Office of Tax and Revenue)이 인증 한 D40 양식 사본’ 

• 군 주거 명령; 

https://osse.dc.gov/service/licensing-and-compliance
https://osse.dc.gov/event/osse-del-child-care-subsidy-initial-orientation
http://www.myschooldc.org/
https://osse.dc.gov/node/1032722


• 대사관 편지; 

• 자녀가 법원 명령의 형태로 콜럼비아 특별구의 병동임을 증명하는 증서; 및 

• 다음 중 하나의 형태로 DC 정부의 재정 지원 증빙 서류: 

• 소득 신고 또는 재 인증 승인서에 대한 가난한 가족을 위한 임시 보조 (TANF) 확인; 

• 메디 케이드 승인 서 또는 자격증 갱신 서신; 

• 주택 보호소의 주택 지원서 (연락처 이름과 전화 번호 또는 주택 당국의 서신 포함); 또는 

• 다른 DC 정부 프로그램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증거. 
 
 
 
위의 항목 중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항목 중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만기되지 않은 DC 자동차 등록; 

• 만기되지 않은 리스 또는 임대 계약; 

• 만기되지 않은 DC 자동차 운전 면허 또는 기타 공식 비 운전자 신분증; 및 

• 유틸리티 요금 청구서 1 통 (가스, 전기 및 수도 요금만 허용). 
 
 
거주지 결정시 OSSE 에 추가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 된 것 이외의 거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DC 거주 증명 양식 

• 다른 1 차 간병인 양식 

• 방문지 양식 

• Title X Part C McKinney-Vento 기밀 추천 양식 
 

 

DC 무료 여름 식사 프로그램 

 
 

DC 무료 여름 식사 프로그램은 학교가 없는 6 월, 7 월, 8 월에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양가 높은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연방 영양 프로그램입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신청서가 없으며 18 

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아이들은 식사 시간에 DC Free Summer Meal 사이트를 방문하기 

만하면 됩니다. DC 무료 여름 식사 사이트는 USDA 지침을 충족시키는 영양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많은 식사 장소가 안전하고 재미 있고 풍성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DC 무료 여름 식사 장소 찾기 : 

https://www.fns.usda.gov/summerfoodrocks 

https://osse.dc.gov/node/1032722
https://osse.dc.gov/node/1033442
https://osse.dc.gov/node/1032762
https://osse.dc.gov/node/2151
https://www.fns.usda.gov/summerfoodrocks


분쟁 해결 사무소 : 적법 절차 청문 요청 

 
장애인 교육법 (IDEA)은 각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장애 아동의 부모와 공립 교육 기관이 신분, 평가, 

장애 아동의 교육배치, 또는 아동에게 무료로 적합한 공립 교육을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적법 절차 청문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교육감 사무실 (OSSE) 내의 분쟁 해결 사무소는 특수 교육에 의한 공정 심의회의 

실시를 담당합니다. 

 
특수 교육 정당법 절차 청문회는 부모와 공립 교육 기관이 증인 및 문서를 통해 교육되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공청회 장에게 불일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문회 임원은 

교육구의 공교육 시스템의 직원이 아닙니다. 청문회가 개최 된 후 청문 관은 의견 차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학부모 및 공립 교육 기관에 제공합니다. 적법 절차 심의 결정은 법원에 호소 될 수 

있습니다. 

 
IDEA 는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때 특정 절차에 따라 양 당사자가 따르도록 요구하고 부모, 공립 교육 

기관 및 청문 관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일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이 과정의 형식과 절차의 법적 성격으로 

인해 부모는 대리인을 대변하지만, 그들이 직접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의 절차 양식은 영어 및 [언어 삽입] 으로 제공됩니다. 가족 및 학생을 위한 더 자세한 정보는 분쟁 해결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 https://osse.dc.gov/service/office-dispute-resolution-resources-parents-and- 

students 
 
 
언어 서비스: 

 
구어 통역 및 / 또는 번역을 원하시면 대행사 언어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Elsa Teklehymanot elsa.teklehymanot3@dc.gov 혹은 (202) 727-6436. 

https://osse.dc.gov/publication/due-process-complaint-form
https://osse.dc.gov/publication/due-process-complaint-form
https://osse.dc.gov/service/office-dispute-resolution-resources-parents-and-students
https://osse.dc.gov/service/office-dispute-resolution-resources-parents-and-students
mailto:elsa.teklehymanot3@dc.gov


연락처 정보: 

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1050 First St. NE 

Washington, DC 20002 

전화번호: (202) 727-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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