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역량 함양 및 결과 개선을 위한 캠페인:
BUILDING CAPACITY AND IMPROVING RESULTS FOR ALL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업역량 함양 계획
(The Framework for Great Schools)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업역량 함양계획의 6 요소

엄격한 수업
수업은 맞춤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학생들을 통합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공통핵심 교과과정에 맞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모든 수업에서 높은 기준치를 적용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지적 탐구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비평적
사고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지원적 환경
학생들이 교사와 또래 친구들에게 존중 받으면서도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한 교실과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사간 협력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수업을 개선하고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교사들에겐 상호 존중과 지속적인 개선의 문화 속에서
전문성 개발 연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The Framework for Great Schools는 뉴욕시 교육청이 산하 학교들과

협력관계를 맺어나가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The Framework for Great Schools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학군으로 하여금 전인적이고 연구에 근거한 접근법을 개발하여 각

효율적인 학교 리더십
각 학교장들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교사와 직원들을
독려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키우도록 지원하며, 학생의

학교들을 지원하고 매일의 소소한 노력과 성과들을 인정하고 격려하여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을 권장하고 바람직한 사회

학생 성취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학생들의 성취가

정서적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입니다.

단순한 시험성적 이상의 것이라는 점을 크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 학교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전문적인 학습 커뮤니티의 형성을 독려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을 위한 역량을 키운다는 공통의 과제를 위해 각
학교와 학교 시스템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경쟁구도 중심이던 이전의 면학분위기를 협력과 공통분모 수립을 통한
개선의 분위기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각 학교와 지역사회의 장점을 한 데 모아 우리 학생들을 학창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뉴욕시 공립학교 졸업생들이 21세기에 경쟁력있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schools.nyc.gov/framework를 참고하십시오.
T&I-22208 (Korean)

강력한 가정-지역사회 연계
학교 리더들은 각 가정과 사업체 및 지역사회기관을
포용하고 이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학교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
모든 사람들이 학생 성취도 개선, 그리고 성공적
학교생활과 그 이후를 대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교 공동체 전반에 상호존중 문화가 싹트게 할
것입니다. 교직원, 학부모, 학생, 학교장, 교감들이 서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