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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IDEA 전전 C(전전~2전) 

 
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Early Intervention Services, EIS) 전전전전전 전 전전전 전전전(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SSE)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전전전 2전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IDEA)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 전전전전. 34 
CFR 전전 303(IDEA 전전 C)전 전전전전전전. 
 
OSSE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전 OSSE전 전전 전전 
전전전(Office of General Counsel)전 (202) 299-2134전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전전 전전전 OSSE전 (202) 
724-7756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OSSE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Office of Dispute Resolution, ODR)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8전 30전~전전 5전전전 ODR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전. 전전전 전전 ODR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OSSE 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 전전 전전 전전전전전전 전전 2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OSSE전전전 전전전(전전전 OSSE전 전 전전전 전전전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전 OSSE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ODR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 전전전 전전전전전 전전전 전 전전전 전전전전전. (전전: 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2 
1050 First St. NE, 3rd Floor, Washington, DC 20002 • 전전: (202) 698-3819 • osse.dc.gov 

 

 
 
☐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30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전 전전전. 
☐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30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전 

전전전. 
 
IDEA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전전 
전전전전. 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전 전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전. 
☐  전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전. 
☐  전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A.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전전: __________________ 
전전: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 (전전 전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 (전전 전전)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전 전전: (1-8) _________ 
 
전전전 전전/전전전: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EIS 전전전 전전: OSSE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EIS 전전전 전전):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 전전: _____________________ 
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 전전: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전전 전전: ☐ 전전 ☐ OSSE(전전 전전 전전 EIS 전전전) 
 ☐ 전전 전전전 ☐ 전전 전전 
 ☐ 전전 전전 전전전 
 
C.  전전 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 전전): 
                                                            
1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2 전전전 전전전전전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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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 전전: _____________________ 
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전? [전전전 전전]     ☐ 전     ☐ 전전전 
 
D.  전전 전전 전전(전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 OSSE(전전 전전 전전 EIS 전전전) 
☐ 전전 
 
E.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IDEA)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 전전전전): 
 

1.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 전전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전전전 전전: (전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 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 전전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  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ODR)전전전 8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전. 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4 
1050 First St. NE, 3rd Floor, Washington, DC 20002 • 전전: (202) 698-3819 • osse.dc.gov 

 

 전전전 전전 전전전 ______전전 / ______전전 전전전전전. 
 
G.  전전전 전전 전전 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전(전전 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 전전전전(전전 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ODR 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  어어  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어어  ODR 어  어어어어어  
hearing.office@dc.gov전 전전전전 전전전. 
 
H.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  전전(전전/전전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전.  

전전전 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전. 

mailto:hearing.office@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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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전 전전 OSSE 전전전 전전 전 전전: 
 
전전전 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전전전 전전  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OSSE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EIS 전전전전전 
(전전전 OSSE전전 전전전 전전) 

J.  전전전/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전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K.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전: www.osse.dc.gov. 전전전 전전전전 ODR전 (202) 698-3819전전전 전전전 
전전전 전 전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 전전전 

1050 First Street, NE, 3rd Floor, Washington, DC 20002 
전전: (202) 478-2956 

전전전: Hearing.Office@dc.gov 
 

http://www.osse.dc.gov/
mailto:Hearing.Office@d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