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권리 옹호 (Student Advocate)
사무소 연락 방법
이메일:

student.advocate@dc.gov

트위터:
@DC_Advocate

콜럼비아 특별구의
공립 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십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에서 시작하십시오.

지원 요청 전화번호:
202.741.4692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오후 5:00
우리의 미션
우리는 학생, 학부모, 가정,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DC 공립학교 시스템을 탐
색하는 것을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온라인 지원
요청 양식(온라인):
http://sboe.dc.gov/studentadvocate

우리의 미션은 DC 지역주민들이 권리 옹호,
지원활동 및 정보 서비스를 통해
공립 교육 시스템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립교육이 공공 자원 및 권리일 뿐 아
니라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
추고 정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입니다.

예약 방문:
441 4th Street NW
Suite 723N
Washington, DC 20001
Metro 레드

라인 – Judiciary Square Station

학생 권리 옹호 사무소
(OFFICE OF THE STUDENT ADVOCATE)

DC State Board of Education
441 4th St, NW, Suite 723N
Washington, DC 20001 | 202.741.4692

정보를 얻고, 참여하여,
권리를 확보하세요.

정보를 얻고, 참여하여, 권리를 확보하세요.
사무소 소개
학생 권리 옹호 사무소는 콜럼비아 특별구
의회(the Council of District of Columbia)에서
2013 학부모 및 학생 권리 지원법(Parent and Student
Empowerment Act of 2013)에 근거하여
“콜럼비아 특별구 내 공립교육과 관련해
학생, 학부모, 가정, 지역사회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
해
설립되었습니다.
학생 권리 옹호 사무소는 콜럼비아 특별구
교육 위원회(District of Columbia State Board of Education)
내에 위치한 독립된 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콜럼비아에 있는 다양한 기관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DC 학생들의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습니
다. 학생 권리 옹호 사무소는
Faith Gibson Hubbard 소장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무소 운영 방식
저희에게는 학생 권리 옹호 사무소로
전달된 모든 지원 요청이 중요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모든 지원 요청이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각각의 지원 요청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지원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
한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파악하는 업무를 합니다.

사무소 업무 소개
학생 권리 옹호 사무소에서는
학생, 학부모, 가정,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정보를 얻고, 참여하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
도록 단계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보를 얻고,
✔ 학교 등록 절차
✔ 학생/학부모 정책 및 권리

참여하여,
✔ 지역사회 조직/
정부 관계 기관 의뢰
및 자원
✔ 학부모/학생 조직
개발 지원 및
도움

권리를 확보하세요.
✔ 자기 주장 및 리더십
훈련
✔ 1:1 코칭 및
권리 옹호 지원

각 가정의 다양한 언어적 필요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 권리 옹호 사무소는
필요한 사항을 즉시
파악해 저희 가족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K.H., DCPS 학부모

… 이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
학부모/지역사회 참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다양한 문제에 도움
을 드립니다.

권리 옹호 사무소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공립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신 Faith Gibson
Hubbard 소장님은 열정적인 교육 옹호자로,
2015년 5월 학생 권리 옹호 소장직에
발탁되었습니다. Hubbard 소장님은
교육 분야 Ward Five Council 위원장을 비롯해
Advisory Committee for the Student Assignment 및
DCPS School Boundaries Review process 회원 등
DC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오셨습니다. 현재는
DC Public Library Board of Library Trustees 이사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Hubbard 소장님은 버지니아 공대 Center
of Public Administration & Policy의공공 정책 박사
학위 과정 중에 있습니다. Old Dominion University
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Georgia
State University에서 의사소통/홍보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Ward 5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