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더럴웨이 공립학교의 학부모님과 가족 여러분:

매해 여러분의 자녀를 학업과 사회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의 영광이
며 기쁨입니다. 교육감으로서, 저는 매주 4-5군데의 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
하여, 교실을 둘러보고 약 2만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 배움의 환경을 경험
해 봅니다. 올해는 교육위원들이 학교 방문에 매달 저와 함께합니다. 교육구
내의  교실과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을 위해 온 맘을 다해 헌신하고 보살
펴 주는 교직원들을  보아 왔습니다.

작년, 2,500명 이상의 교육 주주들- 학부모, 학생, 교사, 학교와 교육구 행정
가들, 시와 지역사회 지도자- 등의 의견을 모아 5 가지의 목표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척도를 갖춘 종합 계획을 세우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 
계획을 여러 방면으로 실행에 옯기고 있으며 여러분 자녀의 성공을 위해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우리 교육구 전략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몇 가지 주요사항과  이것이 페더럴웨이 공립학교에서의 여러분 자녀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징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약속 중의 하나이며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은 전략 계획 “두번째 목
표: 전인적 아동: 잘 자라며, 자신감있고, 책임감있는 개인”에 해당하는 학생 
주도 면담입니다. 11월 9일과 10일, 교육구 모든 학교에서 100%의 참석률
을 목표로 학생 주도 면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면담들이 학생들이 배움
의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학습 성장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또
한  학부모 및 가족 여려분과 효육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데 중요하다고 믿습
니다. 
또다른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최근 몇년간 4개년 졸업률이 80퍼센트까지 올
라갔습니다. 졸업율이 5년 연속 성장하여 2016년에는 80.1프로까지 올라
갔습니다. 이는 2012년보다 거의 10프로 증가한 것이며 2015년보다 2퍼
센트 증가한 것입니다. 5년 연속 졸업율이 증가한 것은 전략 계획 5번째 목
표: 졸업까지의 지속성에 해당됩니다.   모든 FWPS의 학생들이 졸업까지 끈
기있게 나가도록 돕기 위한 노력에 더하여 – 학교마다 상담교사 한 명 상주, 
FAFSA/WASFA 신청 보조, 대학 진학  장학금, 고등학교와 그 이후 계획, 대
학 및 진로 탐구의 기회인 고등학교 이후의 삷 박람회, 또한 첫번째 STEM 탐
구의 밤 (2017년 2월 개회 예정)  등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졸업까지의 지속성의 또 다른 측면은 학교 출석입니다. 우리 
전략 계획 두번째 목표에는, “최소한 학교 수업 시간의 95% 참석하는 학생
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이 학교에 매일 
출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결석은 조금만 해도 학생들의 교육에 
금새 영향을 미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쯤에는 좋은 출석율이 8학년의 
시험 성적보다 졸업율을 더 잘 예견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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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에서는 학생의 사회 정서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교에서 긍정적인 행
동을 할 수 있도록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노력에 촛점을 맞추고자 하고 있
습니다. 복원적 관행(Restorative Practice)의 체계는 학생이 잘못된 행동
을 했을 때 단지 벌을 받아 집에 가고 ‘잘못을 되돌리지’ 않은 채로 학교에 오
는 것보다 더 엄격합니다. 대신 갈등 해소와, 관계 개선, 또 다른 학생이나 학
교에 가해진 해를 되돌리는데 학생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행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여금 신중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교실 
내외에서 나아가서는 장래의 일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동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심각한 안전의 우려가 있을 시 학교의 팀은 적
절한 경우 정학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2일까지 열려 있는 가족 설문조사의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research.net/r/FW-Parent).  여러분의 의견은 
교육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
견과 관점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페더럴웨이 공립학교에서 매일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칠 기회가 있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학교 교직원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앉은 
황소 추장은 우리의 생각을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아 아이들
을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의 협력자,

교육감 태미 캠벨, 교육학 박사

전략 계획
우리의 5가지 목표

1.  초년기: 토대 형성

2.  전인적 아동:  번영하고, 자신
과 책임감있는 개인

4.   학과목 숙련도: 
모든 과목에 숙달

5.   졸업까지 지속:  성공적인 이
을 통한 고등학교 졸업

3.  적극적인 학습자: 
참여하고, 자율적인 비판적 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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