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미 캠블, 페더럴웨이 공립학교 교육감 

페더럴웨이 학부모님과 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페더럴웨이의 헌신적인 
3천여 교육자와 교직원들은 우리의 학생-학자 개개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숙련된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익히 알고 있으며 우리 전략 계획의 목표를 지침으로 삼아   교육구 내 
39개 학교의 각 교실에서 학생의 학습을 계속  향상시킬 것입니다. 

학생들이 미래의 일꾼이 되는데 준비시키기 위한 촛점은 여름동안 제공된 
학습의 기회를 기반으로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540명 이상의 초등 및 중고등 
학교 학생들이 여름 심화 학습에 참여했습니다.  “스피어로스”라는 미니 로봇 
코딩법을 배우고, 발명품을 개발/ 마케팅하고, 원예 지식을 배웠으며, 이 모든 
경험을 하는데 수학 공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7-2018학년도의 각 목표를 위한 우리 노력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1 : 초기 
• 우리 시에 있는 프리스쿨들과 만나 질 높은 초기 교육 경험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어떻게 지역 사회와 교육구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목표 2 : 전인적 아동
• 현재의 9학년 학생들이 적어도 24시간의 지역 봉사 활동을 

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학생의 출석에 대해 지속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며, 배우지 
못하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 멘토와 나 프로그램 혹은 커뮤니티 인 스쿨 (학교 공동체)
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학부모와 지역사회 일원 여러분이 
참여하시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해, 이 두 프로그램에 
250명의 멘토가 있지만,  전체 2만 3천 5백 여 명의 학생들이 
있으니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더 많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목표 3:  적극적인 학습자
•  모든 학교에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예술, 수학 (STEAM)에 

촛점을 둔 강력한 학습 이니셔티브를 시작합니다. 
• 우리는 학생들에게 로봇 공학, 교육감과의 체스, 코딩, 엔지니어링 

클럽, 수학 경시대회, 스피치 및 토론 대회, 보컬 공연 및 기악 
연주 등의 도전적이고 엄격한 학습 기회를 계속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두 K-8 학교인 우드몬트와 노틸러스가 STEM/
STEM의 프로젝트를 기반한 학습에 중점을 두는 FWPS의 
시범학교가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 참여와 
학교에서의 성공을 증대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향후 몇 년간 각 학년마다 깊이 관여할 것임을 뜻합니다.  

 목표 4 :  학과목 능력
•  몇 가지 학과목의 교사들과 만나 각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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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학과목 표준을 배울 수 있도록 증진된 교육과정과 교수 자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이번 해의 중요한 촛점은 표준 기반 채점과 성적 시스템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이 시스템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생 및 
교사를 위한 핸드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표 5: 졸업까지의 끈기
•  우리 팀은  학생들이 졸업할 때 대학 및 취업에 진정으로 준비된 성적표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과목을 총 개괄한 교육구 전체의 학과목 카타로그를 만들 
것 입니다. 

•  9학년 학생들이 정시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계속 가까이 
지켜보겠습니다.

• 학생들이 졸업 후 대학, 군대, 견습제 혹은 기타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에서  
얼마나 끈기있게 진전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학생들의 숫자를 확인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여러분의 자녀가 경이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기 위해 포괄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강력한 협력 없이는 이 
일을 해 낼 수 가 없으며, 다음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녀가 학교에 출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학교와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일원이 되도록 자녀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자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백투스쿨 학부모의 밤에 참석하셔서 작년 저희가 새로이 만든 “학습 파트너십  
 안내서”라는 책을 받으십시오. 자녀가 매 학년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학부모님께 알려드리고 학부모/보호자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조언을 해  
 드리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패런트뷰(ParentVue)에서 자녀의 성적을 모니터하십시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꼭 신청하십시오.   새 학년에 자녀가 등록되고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www.fwps.org/onlineenrollment 를 방문하십시오. 학교에   
 직접 연락 할 수도 있습니다. 

페더럴웨이 공립학교에 자녀를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학자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학습 환경 조성을 염원합니다!!
     
     여러분의 동반자,

교육감, 태미 캠블 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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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계획
우리의 5가지 목표

1: 초년기:  토대 형성 

2:  전인적 아동:  번영하고,  
           자신과 책임감있는 개인

4: 학과목 숙련도: 
모든 과목에 숙달

5: 졸업까지 지속:  성공적  
          인 이을 통한 고등학교 졸업

3: 적극적인 학습자: 
참여하고, 자율적인 비판적 
사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