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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지역사회 여러분들께, 

 

공립학교의 학생배정 정책을 더욱 종합적으로 보기 위한 일환으로 DC공립학교의 학군과 학생배정 

패턴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절차의 목적은 각 가정이 원하는 바, 즉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및 각 가정에 있어 적합한 지역에 위치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권리를 

반영하는 학생배정 정책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선택 방식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에 관하여 가정과 학교가 가진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전 학년에 걸쳐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학을 보장할 수 있도록 DC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의 학생배정 관계를 개선합니다.  

 DC 공립학교의 학군을 정하는 데 있어 각 DC 공립학교의 수용능력과 예상 학생 수를 

고려합니다.  

 DC 공립학교와 차터 스쿨 (charter schools)에 걸쳐 학생배정과 학교 선택을 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컬럼비아 특별구는 1970년대 이래 DC 공립학교의 학군과 학생배정 패턴을 포함한 학생배정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 DC 공립학교와 공립 차터 스쿨이 

설립되거나 폐지되었으며 도시 인구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11개월 동안 본 기관은 현 정책과 그 실행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료를 분석하며 

해결책을 제안하는 노력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를 도모하기 위해 본 기관은, 여러 가능성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을 21인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학생 배정에 관한 DC 

권고 위원회의 위원들은 각자 다양한 시각을 갖추었으며 우리 시(市)의 미래와 공공 교육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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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전역에 걸친 공립학교 학부모를 포함하는 본 위원회는 

여론과 리서치 및 분석을 반영하여 관련 정보를 고려한 공정한 개선안을 개발해 2014년 5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은 2014년 가을까지 마무리하여 2015년 가을에 실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조부 조항”이 현재 많은 학생과 그 가정에 올 수 있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순조로운 이행을 도울 것입니다.      

 

권고 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 절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와 의견 제시가 꼭 필요합니다.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가정과 우리 시가 

사회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진 주민들은 모두 DC 공립학교의 학군을 결정하는 

정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해 

모든 절차에 걸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 (Focus Group) 참여하기  

 실무자 그룹 (Working Group)에 자원하기 

 EngageDC.org에서 아이디어나 생각을 공유하기 

 전 시(市)에 걸친 지역사회 대화에 참여하기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참여방법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거나 포커스 그룹 및 실무자 그룹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첨부된 

자주 묻는 질문 (FAQ)이나 dme.dc.gov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가정에게 있어 최선의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비가일 스미스 (Abigail Smith) 

교육담당 부시장 (Deputy Mayor for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