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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학교 보고서 한 눈에 보기
DC 학교 보고서는 가족들에게 특별구 내 모든 공립 학교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도구는 중요 의사 결정 시 학생을 중심에 두는, 더 투명하고 공평한 DC 교육 시스템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학교 환경
해당 학교의 재학생 수, 재등록, 안전 및 규율, 교사 및 보건 직원, 조기 아동
학습(Early Childhood Learning)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교
STAR 등급
연례 STAR(School
Transparency and
Reporting, 학교 투명성
및 보고) 프레임워크에
따라 모든 학교의
성취도를 측정해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는 최고
5개까지 1개부터 5개의
별을 받게 됩니다.

학교 성취도, 제공
프로그램, 위치 등에 따라
관심이 있는 학교들을
비교합니다.

학부모 단체 정보
해당 학교의 각종 학부모
단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학교에서 전하는
메시지
각 학교에서 사용자들을
위해 해당 학교만의
고유한 장점과
학생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기재합니다.

학생 구성
해당 학교의 전체 재학생
수, 각 인종/민족 그룹을
비롯해 장애가 있는
학생, 영어 학습자, 위기
학생을 포함해 기타 6개
학생 그룹의 학생 비율을
보여줍니다.

DC 학교 보고서란?
DC 학교 보고서(DC School Report Card)는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노선, 학업 프로그램 및 교과 외 활동 옵션, 학부모와 가족을
위한 최선의 연락처 등을 포함해 학교 자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비롯해, 학교가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부모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DC 학교 보고서는 자녀의 현재 학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자녀의 다음 교육 단계에 대해 고민하는 학부모와 가족을 위한 첫걸음이 되어 줄 것입니다.

DC 학교 보고서 이용 방법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올바른 교육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원하고 이에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경력부터 방과 후 프로그램 및 활동까지 광범위한 세부 정보가 담긴 DC 학교 보고서는 특별구 전역의 학생들에 대해
교육 결정을 내릴 때 학부모를 위한 최선의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정보가 한데 편집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DC 학교 보고서는 해당 학교를 지지하거나 학교 성취도에 대해
질문하거나 가족이 자녀의 다음 단계 교육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로 학부모들이 준비되도록 해 드릴 것입니다.
아래는 DC 학교 보고서가 대답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학부모 여러분의 질문 몇 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다음
학습 단계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을까?

DC 학교 보고서는 해당 학교의 STAR 등급에 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 학업적 성취의 복수 분야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생님들은 경력이
얼마나 되나요?
ENGLISH

DC 학교 보고서는 교사 경력과 보건 직원 유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학교는 어떤 수업과 과외 활동을
제공하나요?

DC 학교 보고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목록을 비롯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를 검색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학교에서 가까운 교통
노선은 무엇인가요?

DC 학교 보고서는 통학 정보와 특정 주소지와 가까운 학교를
검색하는 매핑 툴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DC 학교 보고서는 2018년 12월에 시행됩니다. 12월이 되기 전에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 osse.dc.gov/dcschoolreportcard를 방문하시면 학교 보고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OSSE에서 학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청취한 피드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 보고서 업데이트 사항을 받아보시려면 dcschoolreportcard@dc.gov로 이메일을 보내 신청해
주십시오.
• 트위터 @OSSEDC에서 OSSE를 팔로우하거나 페이스북 facebook.com/ossedc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