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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행  
IDEA 행행 B(3~22행) 

 

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LEA) 이/이이 이 이이 이이 이이(SEA) 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3~22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IDEA)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이 . 34 CFR 이이 300(IDEA 이이  B)이  이이이이이이 .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LEA) 이/이이  이 이이 
이이  이이(SEA) 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 이  이이이  이이이(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SSE)이  
이이이이 이이이이  SEA 이이이 . 

이이 이이 이이, 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District of Columbia Public Schools, DCPS)이 LEA 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DCPS 이 이이이 DCPS 이이이이 (202) 442-5115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Office of Dispute Resolution, ODR)이이 1050 First Street, NE, 3rd Floor, Washington DC 20002 이 이이이이이 (202) 478-2956 이이이 이이 
이이, hearing.office@dc.gov 이  이이이이 이이이이 . 

이이 이이 이이이 LEA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 이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Department of Youth Rehabilitation Services, DYRS)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  ODR 이  이이 이이이이  DYRS 이이  이이이  Lindsey Appiah 이이  Lindsey.Appiah@dc.gov 이  이이이  이이이이이 (202) 299-
3816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 

OSSE 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 OSSE 이  이이 이이  이이이(Office of General Counsel)이  (202) 299-
2134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 이이이 OSSE 이  (202) 724-7756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LEA, SEA 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ODR)이  
이이이이  이이이 . 이이이  이이  ODR 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이 .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 이이 , 이이 이이이  이/이이 OSSE 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이이  이이 2 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 
 
행행 행행행행 행행행행 행행 행 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행행 행행행행 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행행행 행행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 행행 행행행행 행행행 행 행행행행. 행행행 행행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행. 
 
행행 행행: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www.osse.dc.gov. 이이이  이이이이  ODR이  (202) 698-3819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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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이  이이  

 행행 행행:      행행행행:      

행행 행행(행행 행행):             행행(행행 행행):      

행행 행행(행행행 행행행행 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 행행(1-8):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ID: 

_____________________       STARS 행행 ID:         

 행행행 행행/행행행:              

 행행: ______________________  행행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행행행행 행행:  
 □ 부부   □ 부부/부부 부부(18~22) 
 □ 부부 부부부  □ 부부 부부 부부(LEA) 
 □ 부부 부부   
 
C.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D.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 DCPS 이이  이이(이이):      
 □ 이이 이이  이이(이이):     

□ 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LEA 이  이이)(이이):     
 □ 이이 이이  이이(DCPS 이  LEA 이  이이)(이이):      
 □ DYRS 
 □ 이 이이 이이(이이):     
 □ 이 이이이  이이이(OSSE) 
 □ 이이/이이이/이이  이이 

 
이이  
IDEA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이이이  이이이이 . 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  이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이 . 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 . 

   
□ 부부부 부부 부부 부부부 부부 부부부부 부부부 부부부부부.  

 □ 부부 부부부 부부부 부부부 부부 부부부부. 
 
 이이  이이  이이   

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 행행행 LEA행행행 행행행(행행행 LEA행 행 행행행 행행행행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행행) 행행(“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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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행행행 행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 행행행행 행행행행 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 행행행행행 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 행행 행행행행 행행행행행행 행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 행행행 SEA(OSSE)행 행행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행행 행행행행. 
 
이이이  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 .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 이이이 이이이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 이이이이이. (이이: 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이(이이이  이이): 
□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이 .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   □ 이  □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이?   □ 이  □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이 .  이이이이  
이이이이이 이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  
이이이이). 

□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30 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  이이이 . 
□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30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 이이이 . 
□ 이이  이이 (LEA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 
□ 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  이이이(OSSE)).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 

  
 행행행 행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행행행: 

□ 행행 행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행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행행 행행행. 34 CFR 300.532(a)행 행행행행행행. 
 
□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이 . 

  
E.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  이이: 

행행행 행행행(IDEA)행 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행행 행행 행행행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행.  

-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행 행 행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행행. – 

 1.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 행행 행행행행 행행행행 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행행?   

2. 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이? 

3. 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 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이.) 

F. 이이  이이  / 이이: 

 행행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 행행행행 행행(행행/행):      
 행행행 행행 행행 행행(행행행행 행행 행행 행행): 
 □ 부부부(부부):      
 □ 부부 부부(부부 부부):      
□ 부부(부부 부부): 

-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ODR 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 .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ODR 이  이이이이이  hearing.office@dc.gov행 행행행행 행행행. 

G.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 . 이이이  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 . 

mailto:hearing.office@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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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 

 □ 이이이(이이이  이이 이이)          
 □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이  이이 ,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이 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이. 

  
               
 이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LEA)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  LEA이이  이이이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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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이이  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 , 이이 ,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Office of Dispute Resolution 
1050 First Street, NE, 3rd Floor, Washington, DC 20002 

행행: (202) 478-2956 
행행행: Hearing.Office@dc.gov



6 
1050 First St. NE, 3rd Floor, Washington, DC 20002 • 전전: (202) 698-3819 • osse.d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