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T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SLT에서 의사 결정 시에는 반드시 회원
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
니다. 합의의 원칙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
은 팀으로 협력하고 적극 참여하게 됩니
다. 합의의 원칙을 통한 의사결정은 구성
원들이 팀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
게 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원칙을 통한 의사결정은 어떤 결
정을 내리기 전에 염려되는 점이나 특정
이슈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팀 구성원
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SLT의 의무
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팀 멤버 단
한 명이라도 낙오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부모 아카데미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schools.nyc.gov/Offices/FACE/
BecomingaParentLeader/default.htm
학군 리더십팀(DLT)은 관할 학군 내
SLT를 지원하고 지도하며
기술적 지원과 갈등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DLT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Chancellor’s Regulation A-655
기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실(FACE)
FACE@schools.nyc.gov 또는 전화
212.374.4118번으로 문의하십시오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실
학부모 & 가정
T&I- 18496 (Korean)

학교
리더십팀
SLT 안내

학교 리더십팀(SLT)이란 무엇입니
까?
SLT는 학교별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정
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
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SLT는 협력을 통
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이것
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합니다.
SLT는 학교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협동적인 학교 문화를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욕주 교육법 제 2590-h 항에서는 모든
뉴욕시 공립학교에 학교 리더십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 규정 A-655 (CR A-655)에서
는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에 효율적인 SLT
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LT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SLT는 학교의 종합 교육 계획(CEP)을 수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SLT는 회원들간의 합의를 통해 CEP를 수립
해야 합니다.
그 밖의 의무
n SLT는 교직원의 채용이나 해고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규정 C-30에
의거해, 학교장이나 교감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SLT에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n SLT에서는 매년 학군이나 고등학교 교육장
에게 해당 학년도에 SLT 회원들 간에 합의
를 통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
(학교장이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리더십팀(SLT)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SLT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
(2) 학부모회/학부모 교사회 회장
(3) 전미 교사 연맹 (UFT) 지부장
팀의 나머지 회원들은 선출된 학부모와 교직
원으로 충원됩니다. SLT는 반드시 학부모와
교직원이 동일한 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SLT에는 학생(고등학교의 경우 최
소 2명)과 해당 학교와 교류 중인 지역사
회 기관(CBO)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나 CBO 대표들은 동등
한 수의 학부모와 교직원을 헤아리는 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의 SLT 의 정확한 구성비는 내
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리더십팀 회원은 총 몇 명입니
까?
SLT는 최소 10 인에서 최대 17인의 회원
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학교 SLT 의 정확한 인원은 내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SLT에는 반드시 학부모와 교직원
이 동일한 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