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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COVID-19과 불확실성으로 스트레스가 매우 많은 
상태입니다. 주 교육감 사무소(OSSE)에서는 올해 새 학기를 시작함에 따라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OSSE는 
DC 내 모든 학생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은 더욱더 잘 
살피고자 합니다. 장애 학생의 학부모와 가족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포함된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컬럼비아 특별구 소속 공립 학교 학생임

● 공립 차터 스쿨 학생임

● 비공립 특수 교육 학교에 배치됨

자녀를 지원하는 방법을 확인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용어 및 정의에 대한 
목록은 DC 학생 지원 사무소(Office of the Student Advocate)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SSE는 어떤 기관인가요? 저희는 DC 주 교육청입니다. 이는 저희가 연방 
및 현지 법에 따라 DC 공립 학교를 모니터링하고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OSSE에는 학교에 대한 자료와 지침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에도 이번 
학기에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에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학교 디렉터리 및 연락처 정보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DC 공립 학교

● DC 공립 차터 스쿨

● 비공립 특수 교육 학교

 소개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ublication/attachments/Policies%20and%20Procedures%20for%20Placement%20Review%20-%20Parent%20Brochure%2012.01.11.pdf
https://sbo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sboe/documents/SPED%20definitions.pdf
https://profiles.dcps.dc.gov/
https://dcpcsb.org/school-profiles
https://osse.dc.gov/publication/osse-approved-nonpublic-schools-and-programs-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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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는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의 학교에 
어떤 지원을 기대할 수 있나요? 

자녀의 학교에서 자녀 고유의 필요 사항에 맞게 특수 설계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특수 설계된 지도를 받게 됩니다. 자녀의 필요 사항에 따라, 
언어 치료나 상담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담임 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팀이 구성되며, 이 팀에서 학생이 
받게 되는 서비스와 지원을 결정합니다. 

● 이 교육 제공 계획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에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 학년도 내내 귀 자녀의 진척도에 대한 보고서나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려 사항이 있으면 의논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특수 필요 사항을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녀의 IEP 일환으로 학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은 “적절한 무료 공교육(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줄여서 FAPE)에 대한 장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자녀가 DCPS 학교, DC 공립 차터 스쿨,  비공립 특수 교육 
학교 학생인 경우 해당됩니다.

IDEA는 귀 자녀가 FAPE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절차상 
안전장치”라고 부르는 다른 많은 권리 또한 보장합니다. OSSE  
절차상 안전장치 통지 에 해당 권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COVID-19로 귀 자녀의 권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직접 또는 가상 
교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올해 자녀가 
받는 특수 교육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OVID-19를 
고려했을 때 다음 학기에 제 자녀 학교로부터 어떤 지원을 기대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자녀의 담임 교사나 특수 교육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이가  학교로  복귀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면 , 
가정에서 학습할 때 학교가 학생을 지원하나요? 

 
귀 자녀의 학교는 다른 학생들이 대면 교육 서비스를 위해 학교로 
복귀할 때 귀 자녀가 복귀하지 않아도 특수 교육을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 건물이 폐쇄되거나, 보건 당국이나 귀 자녀의 주치의가 자녀를 
집에 머물게 하라고 하는 경우, 귀 자녀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팀이 지원할 것입니다.

가정 지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녀의 IEP팀이 
고려할 만한 옵션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옵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전화 통화

● 과제 패킷

● 인터넷 기반의 수업 

귀 자녀의 IEP팀이 귀하와 함께 자녀의 가정 내 교육을 계획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족의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지킬 수 있는, 원격 
학습 모델로 진행이 가능한 귀 자녀의 IEP 특수 교육도 포함됩니다. 
이는 자녀가 가정에서 학습하는 동안 자녀의 IEP 서비스 중 일부만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IEP 서비스가 이전과는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출석하는 가상 
수업 시간 수에 따라 자녀가 IEP 특수 설계된 지도 시간 중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친구들과 함께 그룹으로 받던 언어 
서비스를 치료사와 단둘이서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와 이 서비스를 올해 학기 내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지 
의논해야 합니다.

IEP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가정 지도는 홈스쿨링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지도를 받는 학생은 DC 
학교 학생으로 계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스쿨링하는 학생은 
DC 학교의 특수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SSE 특수 교육 및 COVID-19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권리

1 2

https://www.understood.org/en/school-learning/your-childs-rights/basics-about-childs-rights/what-is-and-isnt-covered-under-fape
https://www.understood.org/en/school-learning/your-childs-rights/basics-about-childs-rights/what-is-and-isnt-covered-under-fape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ublication/attachments/Policies%20and%20Procedures%20for%20Placement%20Review%20-%20Parent%20Brochure%2012.01.11.pdf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ublication/attachments/Policies%20and%20Procedures%20for%20Placement%20Review%20-%20Parent%20Brochure%2012.01.11.pdf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ublication/attachments/Part%20B%20Procedural%20Safeguards%20Update_%20August%202018-ENG.pdf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ublication/attachments/Part%20B%20Procedural%20Safeguards%20Update_%20August%202018-ENG.pdf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age_content/attachments/COVID-19%20-%20Guidance%20Related%20to%20Distance%20and%20Blended%20Learning%207.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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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이 처음이라면

아직 3살이 안 된 제 아이의 발달이 걱정됩니다 지원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귀 자녀의 발달 상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경우, 귀하, 귀하의 가족 
또는 자녀의 주치의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지원 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DC 조기개입 프로그램인 스트롱 스타트
(Strong Start)에 (202) 727-366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SSE에서 운영하는 스트롱 스타트는 장애나 발달 지연이 있는 
영유아 가족에게 무료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팀은 
귀하의 권리를 설명하고, 귀 자녀가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며, 자녀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자녀의 관심사와 
일상 활동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  
스트롱 스타트 로드맵에서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달 평가

● 언어, 신체, 작업, 발달 치료

● 시청각 서비스

● 서비스 조율

어린 자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트롱 스타트 안내서

● CDC 발달 이정표

● 가족의 권리: IDEA 파트 C 절차적 안전장치

나이가 3~5세인 제 아이의 발달이 걱정됩니다. 지원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나이가 3~5세인 자녀가 걱정된다면 DCPS 조기 단계(Early Stages) 
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C 공립 학교 조기 단계는 나이가 
2세, 8개월~5세, 10개월인 어린이를 위한 DC 평가센터입니다. 
귀하의 동의 및 참여를 통해, 자녀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발달 
지연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이 센터 서비스는 DC에 거주하거나 DC 내 학교 학생인 경우 모두 
무료입니다. 

자녀가 DC 공립 차터 스쿨 학생인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평가 요청을 서면(이메일이나 서신)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DC 조기 단계 또는 학생의 학교에서는 구두로 
신청하는 평가 요청 또한 수락해야 합니다.

제 아이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요.  
제 아이에게 특수 교육 자원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학부모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특수 
교육 서비스가 도움이 될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녀의 
담임 선생님에게 이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려 사항을 
알리고 자녀를 위한 “평가”를 요청하세요. 요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소개: 학교가 귀 자녀의 정보를 검토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검토에서는 자녀의 정보를 통해 귀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지 의심할 여지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 자녀에게 장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귀하에게 평가 동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 자녀의 정보로 장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를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는 
귀 자녀가 평가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절차에서 귀 자녀를 평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평가: 귀 자녀의 학교에서 팀을 꾸려 귀 자녀에게 특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장애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이 팀은 
자녀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취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귀 자녀를 
교육하거나 심리평가를 진행하여 새로운 정보를 취합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전문가팀이 평가에 대해 귀하와 면담을 할 것입니다. 
면담에서는 귀하와 귀 자녀의 특수 교육 서비스 “자격 여부”를 
의논할 것입니다. 자격 여부는 특수 교육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방 특수 교육법은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이라고 부릅니다. 전문가팀은 자녀의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4)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귀 자녀가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귀 
자녀에게 맞는 IEP를 개발하게 됩니다. IEP는 귀 자녀의 목표, 
강점 및 특별 필요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된 문서입니다. 귀 
자녀의 학교에서 자녀가 해당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귀 자녀의 IEP팀이 
만듭니다. 귀하는 귀 자녀의 부모로서, 이 팀의 일원이 됩니다. 
자녀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게 할지 결정하는 것은 귀하의 
선택입니다. 

귀 자녀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지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은 “504 계획”의 
일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녀의 학교에 문의하거나  OSSE 섹션 
50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4

5

[6페이지에서 계속]

https://osse.dc.gov/service/strong-start-dc-early-intervention-program-dc-eip
https://osse.dc.gov/service/strong-start-dc-early-intervention-program-dc-eip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service_content/attachments/Strong%20Start%20DC%20EIP%20Roadmap%20%28English-%202018%20Update%29.pdf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service_content/attachments/StrongStart%20DC%20EIP%20Brochure%20Guide%20to%20Early%20Intervention%20Program%20%282018%20Update%29.pdf
https://www.cdc.gov/ncbddd/actearly/milestones/index.html
https://osse.dc.gov/node/368
https://www.earlystagesdc.org/
https://osse.dc.gov/service/section-504-rehabilitation-act
https://osse.dc.gov/service/section-504-rehabilitation-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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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가 이제 막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자녀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자료 예시입니다.

검토할 자료:

● 학부모가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 Understood.org는 특수 장애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다른 가족들과 교류할 수 있는 리소스입니다. 웹사이트 내 
유용한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 교육 이해하기(Understanding Special Education)

○ IDEA에 따른 13개 장애 분류

○ IEP 이해하기

○ 용어 및 정의 목록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 정의 및 교육 옹호(Advocates for Justice and Education, AJE)
는 장애 학생 가족을 위한 DC 학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입니다.

● 다른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DC 주 특수 교육 자문단
(State Advisory Panel on Special Education, SAPSE) 회의가 
공개적으로 개최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별 일정은 COVID-19로 인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평가 완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 자녀의 학교는 평가를 
완료하기에 가능한 한 창의적이며 유동적인 옵션을 귀하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는 귀하에게 서면 
안내를 보내야 합니다. 귀하는 새로운 마감 기한에 동의하는 등 
학교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OSSE 특수 교육 학부모 안내서

● Understood.org - 자녀 평가의 6가지 장점

● 학생 지원 사무소 - 부모 및 가족을 위한 가이드

6

특수 교육이 처음이라면(계속)

https://www.parentcenterhub.org/lg1/
https://www.understood.org/
https://www.understood.org/en/school-learning/special-services/special-education-basics/understanding-special-education
https://www.understood.org/en/school-learning/special-services/special-education-basics/conditions-covered-under-idea
https://www.understood.org/en/school-learning/special-services/ieps/understanding-individualized-education-programs?_ul=1*41ah2t*domain_userid*YW1wLW4teU9VYnNaV2FORWxEYk5NRmtza0E
https://www.understood.org/en/glossary
https://www.aje-dc.org/
https://osse.dc.gov/service/state-advisory-panel-sap-special-education-district-columbia
https://osse.dc.gov/service/state-advisory-panel-sap-special-education-district-columbia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age_content/attachments/OSSE%20Special%20Education%20Parent%20Brochure%20FINAL%201.17.2018.pdf
https://www.understood.org/en/school-learning/evaluations/should-child-be-evaluated/the-benefits-of-getting-your-child-evaluated?_ul=1*1on7our*domain_userid*YW1wLU40eDMxRUVJTE1GR2ZNWTh2OFZaS3c
https://sbo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sboe/Eng%20Parent%20Go%20To%20Guide%20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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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기 계획

 지속적 교육을 위한 OSSE 기본 원칙 및 OSSE의 IDEA, 파트 B FAPE 
조항: 원격 및 혼합 학습 관련 지침에서 기대 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학교 연락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C 공립 학교

● DC 공립 차터 스쿨

● 비공립 특수 교육 학교

제 아이가 이번 봄 학기 진도를 잘 따르지 못했을 까봐 
걱정됩니다. 제 아이가 진도를 맞출 수 있게 학교에 
기대할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요? 

2020-21년 학년도에는 학교별로 모든 학생을 위해 “회복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여기에는 귀 자녀를 고려한 회복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이 계획에는 전반적으로 귀 자녀가 지난 봄 학기에 
놓친 학습 진도를 따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귀 자녀는 정규 
학년도 교육과 함께 제공되는 회복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회복 서비스 후 “보충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충 서비스는 학교에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학생이 놓친 학습 
보충을 위해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회복 서비스”
에 추가로 제공됩니다. 귀하를 포함하는 귀 자녀의 IEP팀은 귀 
자녀에게 보충 서비스가 필요한지 의논해야 합니다.

제 아이가 비공립 특수 교육 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가을 학기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귀 자녀의 비공립 특수 교육 학교 는 DC 공립 학교와 협력하여 
올해 학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계획은 
학교 또는 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진행에 관한 자세한 방법을 
포함합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 운영 계획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교육 또는 안전 계획에 대한 문의 사항은 귀 자녀의 비공립 특수 
교육 학교 또는 DC 학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등교하는 비공립 특수 교육 학교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귀 자녀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팀을 추천한 DC 공립 학교에 연락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학교 정보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공립 특수 교육 학교

● DC 공립 학교

● DC 공립 차터 스쿨

자세한 정보는  OSSE 비공립 학교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VID-19를 고려했을 때 다음 학기에 제 자녀 
학교로부터 어떤 지원을 기대할 수 있나요? 

귀 자녀의 학교는 올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에 학교에 
기대할 때 염두에 두셔야 할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해당 
학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대면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귀 자녀의 학교는 계속해서 
특수 교육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족의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지킬 수 있는, 원격 학습 모델로 진행이 가능한 귀 
자녀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특수 교육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부 학습 
및 서비스는 원격 학습 시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시:

● 학습에는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는 가상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전화나 비디오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 귀 자녀는 가정에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신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보조 기술”이라 부름). 이는 원격 학습에 
사용하는 장비와 다르며,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내용을 읽어주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올해 학기 내 
보충할 수 있는지 의논해야 합니다.

2)	학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와 협력하여 귀 자녀의 IEP 검토 및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학습할 때 자녀의 필요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이 과정을 통해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 포함되며, 부모로서의 귀하의 필요 사항도 고려합니다. 
귀 자녀가 DCPS 학교 학생인 경우, DCPS는 장애 학생별로 맞는 
원거리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학교는 학기 초에 자녀의 학습 수준을 평가하고 학부모와 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 “형성 평가”는 학교가 자녀의 필요 사항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	학교는 학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기에는 
원거리 학습에 대한 교육 및 자원이 포함됩니다. 학교는 또한, 
학부모가 신기술 사용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5)  학교는 학기 시작 후 첫 2주 동안 어떤 단계로 교육할 것인지 
학부모와 소통해야 합니다. 학교는 “지속적 교육 및 학교 회복 
계획”을 개발해왔습니다. 이 계획은 귀하와 직접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최종안이 확정되면 학교 네트워크 웹사이트와  
OSSE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다른 
무엇보다 학교의 할 일을 설명합니다.

● 가정 학습 및 대면 학습 진행
● 출석 관리
● 가족에게 필요한 기술 연결하기
● 원거리 학습을 위한 학문적, 행동적, 특별 지원 조정

7

8

9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age_content/attachments/Guiding%20Principles%20for%20Continuous%20Education%206.30.20.pdf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age_content/attachments/Guiding%20Principles%20for%20Continuous%20Education%206.30.20.pdf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age_content/attachments/COVID-19%20-%20Guidance%20Related%20to%20Distance%20and%20Blended%20Learning%207.20.20.pdf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age_content/attachments/COVID-19%20-%20Guidance%20Related%20to%20Distance%20and%20Blended%20Learning%207.20.20.pdf
https://profiles.dcps.dc.gov/
https://dcpcsb.org/school-profiles
https://osse.dc.gov/publication/osse-approved-nonpublic-schools-and-programs-list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ublication/attachments/Policies%20and%20Procedures%20for%20Placement%20Review%20-%20Parent%20Brochure%2012.01.11.pdf
https://osse.dc.gov/publication/osse-approved-nonpublic-schools-and-programs-list
https://profiles.dcps.dc.gov/
https://dcpcsb.org/school-profiles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age_content/attachments/COVID-19%20-%20Guidance%20Related%20to%20Distance%20and%20Blended%20Learning%207.20.20.pdf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yYw5NrDf21Xmj5nm2J0GlO2pwBhMSuF3vd_fSBrutk/edi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yYw5NrDf21Xmj5nm2J0GlO2pwBhMSuF3vd_fSBrutk/edit
https://mayor.dc.gov/sites/default/files/dc/sites/coronavirus/page_content/attachments/School-Year-20-21-Presentation_07-30-20.pdf
https://mayor.dc.gov/sites/default/files/dc/sites/coronavirus/page_content/attachments/School-Year-20-21-Presentation_07-30-20.pdf
https://mayor.dc.gov/sites/default/files/dc/sites/coronavirus/page_content/attachments/School-Year-20-21-Presentation_07-30-20.pdf
https://osse.dc.gov/page/guiding-principles-continuous-education?utm_source=DC+School+Report+Card+News&utm_campaign=1312e2285e-EMAIL_CAMPAIGN_2018_10_05_08_31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a8a280e054-1312e228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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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곳

제 아이의 필요 사항이 바뀌거나 학습이나 기술에 진척이 
없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하면 되나요?

자녀의 필요 사항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자녀의 담임 
교사나 특수 교육 코디네이터에게 자녀의 특수 교육 서비스 검토를 
위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녀의 
학교와 회의할 내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 학습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서면으로 준비

● 자녀의 서비스에 대한 가정 기록 작성

IEP팀의 검토로 귀 자녀의 필요 사항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는 자녀의 학업 성취도 및 필요 사항을 확인하는 
공식 절차로, 자녀의 장애 분류 재결정에 따라 자녀가 다른 특수 
교육 또는 서비스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평가는 
3년마다 진행하나,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OSSE 분쟁 해결 사무소(Office of Dispute Resolution) 
또는 주 고충 사무소 (State Complaints Office)입니다. 분쟁 해결 
사무소의 학부모 안내서에 다음 단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로부터 제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특수 교육 문제에 대해 자녀의 학교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자녀가 DCPS 학교 학생인 경우, DCPS 
청렴 사무소 (Office of Integrity)에 먼저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OSSE 분쟁 
해결 사무소(Office of Dispute Resolution) 또는 주 고충 사무소
(State Complaints Office)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촉진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회의: 중립자가 주도하는 IEP팀 회의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귀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중재: 중립적인 제3자가 주도하여 학교와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단계는 귀하와 학교가 합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통, 
적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 적법 심리(Due Process Hearing): 귀하와 학교가 중립 심리 
담당관에게 제출한 증인 및 관련 문서를 통해 각 당사자의 
관점을 공유합니다. 심리 담당관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주 고충: OSSE에 서면으로 고충을 접수하면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분쟁 해결 사무소의 학부모 안내서 에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10 제 아이와 저를 위한 서비스 및 지원을 받기 위해 자녀의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자녀가 등록된 DC 학교가 귀하가 귀 자녀를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려 사항이 있다면, 자녀의 DC 학교에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담임 교사, 특수 교육 코디네이터 및 
교직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 이메일, 영상을 통해 상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움이 될만한 
견본 자료 및 서신 이 있습니다.

DC 내 여러 기관이 귀하의 지원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와 
협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기관과 함께 다음 단계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지원 사무소(Office of the Student Advocate): 학부모 
교육, 코칭, 자원 제공, 훈련을 통해 DC 내 학생 및 가족을 
지원합니다.

● 옴부즈만 사무소(Office of the Ombudsman): DC 공교육에 
우려 사항을 가진 가족을 돕기 위해 중재 및 갈등 해결을 
진행하는 사무소입니다.

● 정의 및 교육 옹호(Advocates for Justice and Education, AJE): 
DC 학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입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대신하여 옹호할 수 있도록 돕고 학부모 교육 및 자원을 
제공합니다.

11

12

https://osse.dc.gov/service/office-dispute-resolution-odr
https://osse.dc.gov/service/specialized-education-state-complaints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age_content/attachments/Office%20of%20Dispute%20Resolution%20Special%20Education%20Due%20Process%20Hearings%20%20A%20Guide%20for%20District%20of%20Columbia%20Parents.pdf
https://dcps.dc.gov/page/office-integrity
https://dcps.dc.gov/page/office-integrity
https://osse.dc.gov/service/office-dispute-resolution-odr
https://osse.dc.gov/service/office-dispute-resolution-odr
https://osse.dc.gov/service/specialized-education-state-complaints
https://osse.dc.gov/page/odr-special-education-facilitated-resolution-meeting-and-facilitated-iep-meeting
https://osse.dc.gov/page/odr-special-education-facilitated-resolution-meeting-and-facilitated-iep-meeting
https://osse.dc.gov/page/special-education-mediation
https://osse.dc.gov/page/odr-special-education-due-process-hearing
https://osse.dc.gov/service/specialized-education-state-complaints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age_content/attachments/Office%20of%20Dispute%20Resolution%20Special%20Education%20Due%20Process%20Hearings%20%20A%20Guide%20for%20District%20of%20Columbia%20Parents.pdf
https://dredf.org/special-education/sample-letters/
https://sboe.dc.gov/page/office-student-advocate
https://sboe.dc.gov/page/office-ombudsman-public-education
https://www.aje-d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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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녀와 가족 지원하기 

제 아이가 가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는지 
확인하려면 학교에 어떤 질문을 해야 하나요? 

귀 자녀의 학교는 새 학년도에 장애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지 
계획해왔습니다. 학교는 학기 시작 후 첫 2주 이내에 귀 자녀를 
지원하는 계획을 귀하와 공유해야 합니다. 학교는 웹사이트에도 
계획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자녀의 담임 교사나 특수 교육 코디네이터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년도 학교 전역에 관한 계획:

● 이 학교 학생 모두에게 제공되는 지원 및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제 아이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추가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선택하나요? 제 아이가 이 기술을 잘 
사용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제 아이는 담임 교사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학습 기대치: 

● 제 아이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중 어떤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나요?

● 제 아이의 진척도를 가상으로 어떻게 검토하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 행동 차이와 같은 학생별 필요 사항을 고려하여 IEP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학교의 검토 일정 및 
계획은 무엇인가요?

● 올봄 학기에 제 아이에게 효과가 있었던/없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추가 문의 사항은 학교에 문의하거나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OVID-19 시기에 장애 학생 부모를 위한 팁

● 국립 장애 학습 센터(National Center for Learning Disabilities)

여기에서 학교 정보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C 공립 학교

● DC 공립 차터 스쿨

● 비공립 특수 교육 학교 

제 아이의 진척도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귀 자녀의 학교는 자녀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수용을 
모니터링하고, 귀하에게 정기 진척도 보고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년도 내내 이 정보로 귀하와 소통해야 합니다. 
특히, 

● 학년 시작할 때, 귀 학교는 귀 자녀의 학습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는 해당 정보를 귀하와 공유해야 하며, 귀 자녀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에 변경이 필요한지 고려할 때 이 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 학년도 내내, 귀 자녀의 학교는 자녀의 IEP 진척도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학교는 귀하와 정기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귀 자녀의 IEP 목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녀의 IEP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자녀의 담임 교사나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자녀의 담임 교사나 특수 교육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COVID-19 공중 보건 긴급 상황 동안 원거리 학습을 통해 
자녀의 진척도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13 14

https://www.ncsecs.org/news/top-tips-for-parents-of-students-with-disabilities-during-covid-19/
https://www.ncld.org/wp-content/uploads/2020/03/A-Parents-Guide-to-Virtual-Learning-4-Actions-To-Improve-your-Childs-Experience-with-Online-Learning.pdf
https://profiles.dcps.dc.gov/
https://dcpcsb.org/school-profiles
https://osse.dc.gov/publication/osse-approved-nonpublic-schools-and-programs-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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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학습 시 가정에서 제 아이를 가장 잘 지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녀를 위해 안전하고 사랑이 가득한 집을 제공하고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정에서 자녀를 지원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으나, 자녀의 교사들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학교는 귀하가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정에서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추천 사항이 
있습니다.

● 학습 공간을 마련합니다. 가능한 경우, 학습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방해받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팁은  가상 학교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원거리 학습은 학교 현장보다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계획을 세우고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학교 일과와 비슷한 일일 
계획표를 만들면 좋습니다.

○ 포스터, 인쇄물 및 다른 자료 를 활용하여 계획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원격 치료를 시작합니다. 원격 치료는 가상으로 제공되는 
치료입니다. 귀 자녀는 치료사나 상담사와 함께 외부나 집 
안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원격 치료 시 가족이 할 일(Family 
tips for teletherapy)은 필요한 경우 영상 또는 전화 통화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녀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본인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세스 헬프라인(Access HelpLine)에 1(888) 
7WE-HELP번 또는 1(888) 793-4357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 가정 학습을 위한 가족용 가이드

● 장애 학습자용 원거리 학습 자료

● 추천 특수 교육 앱 및 웹사이트

● 중증 장애 또는 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원격 학습

● 특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원격 학습 지원

이 시기에 제 가족은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와 안위를 
관리할 수 있나요? 

DC 전역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힘든 시기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가상 교육/워크숍 참석:

● DCPS 학부모 대학교 온라인 에 DC의 모든 가족들을 위한 가상 
워크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워크숍 일정 및 과거 녹음 기록 
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6세 이하의 아이를 보살피는 경우, 온라인 긍정적인 육아 
프로그램(Positive Parenting Program)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DC 행동건강부에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상황 처리를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찾으려면 계정 생성 시 등록 키로 “dcparents”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및 자료:

● 행동건강부 자료:

○ DC 액세스 헬프라인(Access Helpline)에 1(888) 7WE-
HELP번 또는 1(888)793-4357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이 1페이지짜리 행동 건강 정보지 에 이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유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행동건강부 에 더 많은 정보와 자료가 있습니다.

●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있는 자료 페이지 에도 학생과 가족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 자녀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학교에 
연락하여  “행동  건강  코디네이터 (Behav iora l  Heal th 
Coordinator)”를 소개해달라고 하십시오 . 학생을 해당 
서비스에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과 소통:

● 주 특수 교육 자문단(State Advisory Panel on Special Education ,  
SAPSE)에 다른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공개 회의가 있습니다.

● DC 학교 행동 건강의 가족 및 청소년 개입 위원회(Family and 
Youth Engagement Committee)는 학부모들이 경험, 걱정,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위원회 모임은 매달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치오마 오러(Chioma Oruh) 박사에게  
chioma@drchibornfree.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가상 회의 
링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Understood.org의 이야기 컬렉션은 장애 학생 가족들의 
COVID-19 대처 방법을 공유합니다.

15 16

올해 자녀와 가족 지원하기(계속)

https://schoolvirtually.org/designing-a-home-learning-space/
https://www.smore.com/udqm2-covid-19-preparedness
https://www.dropbox.com/sh/bqi8gnfek9o27bs/AAD8WErU2ZKF2zQb5ouoabxIa?dl=0&preview=Family+Teletherapy+Infographic_Final.pdf
https://www.dropbox.com/sh/bqi8gnfek9o27bs/AAD8WErU2ZKF2zQb5ouoabxIa?dl=0&preview=Family+Teletherapy+Infographic_Final.pdf
https://ceedar.education.ufl.edu/wp-content/uploads/2020/05/CEEDAR-Family-Guide.pdf
https://digitalpromise.org/online-learning/sped-resources/
https://www.commonsense.org/education/top-picks/best-special-education-apps-and-websites
https://www.isbe.net/Documents/Intellectual-Disabilities-Ideas-During-Pandemic.pdf
https://www.techlearning.com/how-to/helping-students-with-special-needs-to-cope-with-remote-learning
https://www.eventbrite.com/c/dc-public-schools-parent-university-universidad-para-padres-cwwxfgp--HICuoIZ2J8au/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7RNGOzfvHE2Uasz4hNiNURyY2HouCx-Q
https://kognitocampus.com/
https://kognitocampus.com/
https://www.dchealthmatters.org/content/sites/washingtondc/COVID_Behavioral_Health_Resources.pdf
https://dbh.dc.gov/page/dbh-operations-information-and-resources-during-covid-19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managing-stress-anxiety.html
https://osse.dc.gov/service/state-advisory-panel-sap-special-education-district-columbia
mailto:chioma@drchibornfr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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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이전, 홈스쿨링

올해 전학을 가는 아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새 학교에서 자녀 교육을 준비하는 동안,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녀의 새 학교에 대해 알아봅니다. DC 학교 보고 카드 는 정보를 
찾기 좋은 곳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비공립 학교 프로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자녀의 담임 교사나 특수 교육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학교 연락처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 DC 공립 학교

● DC 공립 차터 스쿨

● 비공립 특수 교육 학교

자녀에 대해 알고 있는 걸 공유하십시오.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강점과 필요 사항 설명

● 올봄 학기 원거리 학습 시 효과가 있었던/없었던 항목 공유

● 자녀의 전학 이유 공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자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학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일상적인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경우, 특히 더 도움이 됩니다.

● 다른 장애 학생 가족들과 소통합니다. 학교를 옮기거나 원격 
학습을 할 때 자녀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물어봅니다. 주 특수 
교육 자문단(State Advisory Panel on Special Education, 
SAPSE)과 같은 그룹에 다른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자녀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아이는 올해 새로운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새 
학교에서 제 아이의 필요 사항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귀 자녀의 새 학교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에 명시된 대로 귀 자녀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 자녀의 새 학교는 자녀의 IEP를 먼저 검토합니다. 학교는 자녀의 
IEP 검토 절차와 변경 사항 결정에 귀하를 포함시킵니다. 이 과정은 
귀 자녀를 새 학교에 등록시킨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 자녀의 새 학교는 귀 자녀의 이전 학교에서 작성한 자녀 기록 및 
IEP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IEP를 검토할 때 귀 자녀의 
이전 학교 정보 또한 검토합니다. 이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IEP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에 대한 자녀의 최신 성취도

● 부모로서 귀하의 우려 사항

● 자녀의 IEP 목표에 대한 성취도와 관련된 귀 자녀의 이전 학교 
정보

새 학교는 귀 자녀의 기록을 받게 되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사본이 있는 경우, 귀 자녀의 IEP를 새 학교와 
공유하면 새 학교에서 계획 수립을 더욱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 학교 연락처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C 공립 학교

● DC 공립 차터 스쿨

● 비공립 특수 교육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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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cschoolreportcard.org/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age_content/attachments/FINAL_Accotink%20Academy_Nonpublic%20School%20Profile-%20042318.pdf
https://profiles.dcps.dc.gov/
https://dcpcsb.org/school-profiles
https://osse.dc.gov/publication/osse-approved-nonpublic-schools-and-programs-list
https://osse.dc.gov/service/state-advisory-panel-sap-special-education-district-columbia
https://osse.dc.gov/service/state-advisory-panel-sap-special-education-district-columbia
https://profiles.dcps.dc.gov/
https://dcpcsb.org/school-profiles
https://osse.dc.gov/publication/osse-approved-nonpublic-schools-and-programs-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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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 후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제 아이가 졸업 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나요?

고등학교 졸업 후 인생을 생각하는 건 스트레스일 수도 있으나, 귀 
자녀의 학교가 자녀의 미래 계획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정: 이 과정을 “이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파악하는 과정을 돕는 것도 포함됩니다. DC에서는 14살이 되면 
매년 이 과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귀 자녀가 독립적인 청년으로 
성장하고, 대학교 입학을 원하는지, 특정 직업을 목표로 하는지, 
다른 지원이 필요한지 고려할 때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팀: 이전 팀이 귀하와 자녀를 돕습니다. 이전 팀에는 교사, 다른 
학교 교직원, 에이전시, 지역사회 대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학교는 자녀의 목표,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등을 의논하는 IEP 
모임에 귀 자녀를 초대해야 합니다. 귀 자녀가 고등학교 이후의 
이전 계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계획: 다 같이 “이전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이 계획은 
자녀의 강점, 필요 사항, 졸업 후 목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한 뒤, 귀하를 포함한 자녀의 IEP팀은 IEP에서 목표를 
업데이트합니다. 새 목표는 자녀 재학 중에 자녀의 졸업 후 준비를 
돕게 됩니다.

추가 자료: 

● OSSE 2차 이전 과정 툴킷

● SchoolTalk 웹사이트 및 ”다음은 무엇일까(What Comes 
Next)” 문서

● DC 이전 파트너

홈스쿨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수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특수 교육 서비스는 DC 공립 학교 학생에게만 제공됩니다. 

홈스쿨링은 DC 공립 학교를 통해 진행하는 원거리 학습과는 
다릅니다. DC 내 공립 학교 학생이라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가정에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홈스쿨링하기로 결정하고 공립 학교 자퇴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녀의 특수 교육 서비스를 위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자녀의 
공립 학교 등록을 결정할 때 자녀가 받게 되는 특수 교육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은 DCPS로 전달됩니다. pre-K 학생 
및 K-12 학생 을 위한 DCPS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계속 DC 공립 학교를 다니는 경우, 귀 자녀에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의 
일부로 가정 또는 병원 지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IEP
팀과 함께 해당 옵션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여 IEP팀 회의를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9 20

 전학, 이전, 홈스쿨링(계속)

https://www.understood.org/en/school-learning/special-services/ieps/iep-transition-planning-preparing-for-young-adulthood?_ul=1*1lhdhhc*domain_userid*YW1wLWlUYWFFZHpROTdVZlZ2dE1PcHpDcGc.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ublication/attachments/Secondary%20Transition%20Process%20Toolkit_updated.pdf
https://www.schooltalkdc.org/secondary-transition_v2-2/
http://www.schooltalkdc.org/wp-content/uploads/2016/03/WCN-2017_web.pdf
http://www.schooltalkdc.org/wp-content/uploads/2016/03/WCN-2017_web.pdf
http://www.dctransition.org/
https://dcps.dc.gov/page/determining-if-pre-k-students-need-special-education
https://dcps.dc.gov/page/determining-if-k-12-students-need-special-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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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출석, 규율, 학교 기록

학교 건물이 개방되면 제 아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자녀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에 통학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OSSE에서 운영 상황, DC 공중 보건 조치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버스 
통학 또는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COVID-19 공중 보건 긴급 상황 동안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문의 사항은 OSSE 학생통학부(Division of 
Student Transportation)의 학부모 리소스 센터에 (202) 576-5000
번으로 연락하거나 osse.dot@dc.gov 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학교 건물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위한 통학 요청이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거나 학년 일정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학교에 
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COVID-19 동안 통학 및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 학교용 보건 및 안전 지침

● COVID-19 DOT 정책 업데이트

● 학부모용: 장애 학생 통학

가상 수업을 하면 올해 출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학교는 올해 출석을 매일 확인합니다. 학교에서 원거리 학습을 
제공하는 경우, 출석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공합니다. 출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이용 시 자녀의 로그 모니터링

● 특정 과제 제출

● 전화나 이메일로 선생님과 연락 유지

 OSSE 출석 정책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 자녀의 
학교에서 출석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제때 로그인하는데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연락해야 합니다.

제 아이의 학교에서 올해 교칙은 어떻게 유지하나요? 

모든 학생은 학교의 교칙 및 행동 강력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학교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연방특수교육법인 IDEA의 특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을 훈육하기 전에 추가 단계가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칙 준수에 관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거리 학습 시에도 해당 권리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학교에서 원거리 학습을 고려하여 올해 교칙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업데이트된 정책을 이용 가능하고 
웹사이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두어야 합니다. 정책은 
자녀가 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설명합니다. 

자세한 정보: 

● 교칙: IEP 및 504 계획 
학생의 권리

제 아이의 학교 또는 특수 교육 기록 사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에 자녀의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 
교육 기록이 포함됩니다.

● 컬럼비아 특별구 공립 학교(District of Columbia Public 
Schools, DCPS)에 속하는 학교 학생이거나 (또는 현재 폐쇄된 
DCPS 학교 학생인 경우), DCPS에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 자녀가 DC 공립 차터 스쿨 학생인 경우,  DC 공립 차터 스쿨에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 자녀가 현재 폐쇄된 DC 공립 차터 스쿨 학생인 경우, (202) 328-
2660번으로 연락하거나 dcpublic@dcpcsb.org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자녀가 비공립 특수 교육 학교 학생인 경우, 자녀가 연계된 
DC 공립 학교에 기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기 카테고리 중 
귀하에게 적용되는 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OSSE 
웹사이트에서  학생 기록 접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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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to:osse.dot@dc.gov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age_content/attachments/Health%20and%20Safety%20Guidance%20for%20Schools%2007.06.20.pdf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age_content/attachments/Health%20and%20Safety%20Guidance%20for%20Schools%2007.06.20.pdf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ublication/attachments/COVID-19%20-%20OSSE%20DOT%20Policy%20Updates.pdf
https://osse.dc.gov/service/parents-transportation-students-disabilities
https://oss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sse/publication/attachments/2020-21%20School%20Year%20Attendance%20Guidance.pdf
https://youtu.be/kLRSWmBHCb4
https://youtu.be/kLRSWmBHCb4
https://www.understood.org/en/school-learning/your-childs-rights/basics-about-childs-rights/school-discipline-the-rights-of-students-with-ieps-and-504-plans
https://www.understood.org/en/school-learning/your-childs-rights/basics-about-childs-rights/school-discipline-the-rights-of-students-with-ieps-and-504-plans
https://dcps.dc.gov/service/request-transcripts-and-diplomas
https://dcpcsb.org/families/transcript-requests-and-employment-verifications
https://dcpcsb.org/families/transcript-requests-and-employment-verifications
mailto:dcpublic@dcpcsb.org
https://osse.dc.gov/publication/accessing-student-education-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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