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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미래를 위한 우리의 청사진... 모든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처럼 대하고 가르칠 때, 모든 학생의 이름과 얼굴, 
장점, 이들이 원하는 바를 알 때, 모든 학생, 교직원, 가족에게 공감(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하고 공평(개개인에게 필요한 바가 있을 때 해결)하게 대하며 유효성(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역량)과 우수성(주목할 만한 향상된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인지적 성과 성취)으로 이끌고 지지할 때, 이러한 
여정을 동등한 위치에서 나아갈 때야말로, 발전을 거듭하는 우수한 팀, 하나 된 GCPS가 될 수 있습니다. – 
Calvin J. Watts 박사 

2021년, Gwinnett 카운티 교육 위원회는 25년에 걸쳐 주 전역 및 전국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관으로 인정받는 
교육구의 평판을 구축했던 전 교육감이 임기를 마친 후 Gwinnett 카운티 학군(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GCPS)의 새 교육감을 임명했습니다. GCPS에는 20년 이상 지속되며 그 기간 차츰 카운티의 경제적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던 성과와 혁신의 유산이 있습니다. 2000년 이래 Gwinnett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다양성을 
갖춘 카운티가 되었고, 교육 시스템도 조지아주 내 최대, 국내에서는 11번째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대규모 
커뮤니티의 다양성은 교육 시스템에도 반영되었습니다. 

180,000만 명 이상의 입학생 중에서 GCPS에는 100여 개 언어와 방언을 구사하는 가족이 있고, 학생의 24%는 
영어 학습자로 간주됩니다. 학생의 80% 이상이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 태평양 섬 원주민, 미국 원주민 등의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속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현실이며 강점입니다. Gwinnett 카운티와 
GCPS는 전국에서 나타난 인구 구성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놀랍도록 다양한 학생층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데 우수한 성과를 낸 교육구로서 국가적 모범이 되는 보기 드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림 1: 전략 계획 의견 청취 
 

 

이러한 흥미로운 맥락에서 과거의 유산을 유지하기 위해 GCPS는 새로운 전략 계획으로 미래를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the Future)을 세웠습니다. 이 청사진은 Watts 박사의 Look, Listen, and Learn 투어, 인수 및 
계획 수립팀, 교육감의 학생 자문 위원회에서 수렴한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담은 향후 5년간의 변혁 업무를 
정의합니다. 이 전략 계획에는 교사 자문 위원회, 비즈니스 자문 위원회, 지역 학교 위원회, 지역 학교 교원 협회, 
지원 그룹, 학교 및 교육구 지도자로부터의 피드백도 포함됩니다. 

청사진은 이전의 지속적 개선과 전략 계획 활동에서 알게 된 정보와 권장 사항을 종합합니다. 여기에는 문화적 
역량, 리소스 분배, 전인 교육 지원, 사회정서학습에 관한 최근 협업 작업팀(Cross-Functional Action Team, 
XFAT)도 포함됩니다. 우리 교육구는 100명 이상의 교육구 및 지역 교직원의 형평성 교육팀을 꾸려 학생 지원, 
교육 기회 및 기대, 교수 및 학습, 지역 사회 참여 및 파트너십, 인적 자원 및 리더십, 시설 및 리소스라는 여섯 
가지 영역의 권고 사항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내부 활동을 보완하고자 GCPS는 우리 업무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외부 기관과 협업했습니다. 

Look, Listen & 
Learn 투어 

교육감의 학생  
자문 위원회 

인수 및 계획 수립팀 

사업 리더십 위원회 

교사 자문 위원회 

지역 학교  
관계자 협회 

지역 학교 위원회 

학부모 지원 그룹 

학교, 부서,  
분과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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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 Consulting, GCPS Organization Effectiveness Review(GCPS 조직 효율성 검토) – 2022년 3월 

• National School Public Relations Association(NSPRA), GCPS Communication Audit Report(GCPS 소통 감사 보고서) – 
2022년 1월 

• Cognia, GCPS Special Review Report(GCPS 특수 검토 보고서) – 2021년 6월 

• Georgia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al Policy Studies,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Principal Pipeline 
Equity-Centered Leadership Project(Gwinnett 카운티 학군 교장 파이프라인 형평성 중심 리더십 프로젝트) – 2021년 
2월 

• University of Washington Center for Educational Leadership, GCPS Equity-Centered School Leadership Summary of 
Findings(GCPS 형평성 중심 리더십 조사 결과 개요) – 2020년 12월 

• Education Resource Strategies(ERS), Education Resource Equity in Gwinnett County(Gwinnett 카운티의 교육 리소스 
형평성) – 2020년 11월 

• Cognia(AdvancED), Accreditation Report of the External Review Team for GCPS(GCPS에 대한 외부 검토팀의 인증 
보고서) – 2017년 6월 

청사진은 Strategic Direction for 2020-2030 framework(2022~2030년 전략 지침)에서 여전히 관련 있고 해당되는 
일부 동인 요소도 포함합니다. 특히, 학교 분위기 및 소통은 모든 학생의 성과를 향상하고자 노력할 때 더 
집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 교육구는 앞으로도 모든 학업 및 행정 영역에서 우수성을 추구할 것입니다. 

Learning 2025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GCPS는 공교육 재개편이 예정된 125개 시범 교육구에 포함되었습니다. 
GCPS는 모든 아동의 이름, 얼굴, 장점, 필요한 바를 아는 전인 교육 중심의 문화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구는 학생과 교직원이 가치를 인정받고 인종이나 성별, 민족, 모국어, 장애, 종교와 무관하게 존중받는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여 어떤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다양성을 갖춘 카운티라는 
Gwinnett 카운티의 명성에서 알 수 있듯이 GCPS의 학생은 다양성을 체감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노력에는 아동이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고 협업할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루고자 GCPS는 학생의 성공을 위한 우리의 비전으로서 Portrait of a Graduate이라는 전 지역 사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Portrait에는 GCPS에서 졸업할 때 학생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커뮤니티에서 중시하는 
능력과 역량,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Portrait은 이 전략 계획의 ‘북극성’ 역할을 합니다. 

청사진은 Portrait of a Graduate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청사진은 Learning 2025 실천 공동체의 
가이드 비전을 반영한 계획적인 문화 변동을 이끌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우리의 청사진은 공감, 형평성, 유효성,  
및 우수성이라는 네 가지 영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의합니다. 공감이 타인을 이해하고 GCPS 문화에 대한 
강력한 소속감을 형성하는 열쇠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공감은 형평성의 시발점이며, 형평성은 모든 아동이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유효성이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형평성과 유효성은 공감과 우수성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우리 교육구는 태도, 학업, 운영 면에서 갈구해야 하는 자명한 표준으로서 업무에 우수성을 보일 
것입니다. 
그림 2: 미래를 위한 우리의 청사진 전략 우선순위 

 

• 타인에 대한 이해 
• 모든 사람의 가치를 알고 존중 

• 고유하고 개별적인 필요 해결 
• 모든 아동이 충분한 잠재력 발휘 

•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능력 

• 총체적 효력 및 영향 

• 높은 성과 기준 

• 학업, 태도, 운영 측면 

공감 

평등성 

유효성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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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Gwinnett 카운티 학군 교육 위원회 
 

 

Dr. Tarece 
Johnson 2022년 
교육구 V 위원장 

 

비전 

Steven B. 
Knudsen 2022년 
교육구 II 부위원장 

Karen Watkins 
교육구 I 

Dr. Mary Kay 
Murphy 
교육구 III 

Everton Blair, Jr. 
교육구 IV 

Gwinnett 카운티 학군은 학생들이 대학교 및 커리어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취득할 수 
있는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사명 

Gwinnett 카운티 학군의 사명은 각 학생의 우수한 학업적 지식, 능력, 태도를 추구하여 지역과 국가, 전 
세계적 기준에 대한 정량적 향상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교육 위원회의 핵심 신조 및  헌신 

공교육이 원활한 미국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인 만큼, Gwinnett 카운티 교육 위원회는 독립 선언서에서 
표방하는 미합중국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Gwinnett 카운티 공교육의 핵심 신조와 헌신을 확립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조물주가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했으며, 
여기에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사람이 정부를 조직한 것으로,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사람의 동의에서 나온다...”. 

미국의 공립 학교는 이러한 원칙을 탄탄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공립 학교는 위대하고 
다양성이 넘치는 카운티에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보통의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학교는 
모든 아동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미국 시민의 책임을 다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따라서 GCPS는 각 학생이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하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입헌민주주의와 법률의 핵심에 
놓인 전통과 가치에 대한 명확한 초점, 다양한 문화, 신념, 관점, 관심사, 역사를 갖는 커뮤니티를 하나의 
국가로 규합하는 시민 덕목에 전념합니다. E pluribus unum. 다수로 이루어진 하나. 

이에 따라 Gwinnett 카운티 교육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교수 및 학습의 핵심 사업이 철저한 커리큘럼과 효과적인 교수법, 의미 있는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모든 학생을 최고의 기준과 개인의 잠재력에 맞게 교육합니다 

•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 모든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학교의 영향을 극대화합니다 

• 교육구를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여러 관련자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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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rait of a Graduate 
GCPS는 Portrait of Graduate의 설계 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Battelle for Kids와 파트너십을 맺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가 바라는 점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 우리 지역 사회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희망, 꿈, 
포부는 무엇인가? 

•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세상에서 아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 교육 제도에서 제공하는 학습 경험의 설계 그리고 
모두가 이러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Portrait of a Graduate 설계 과정에는 학생들을 위한 통합된 
총체적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GCPS 지도자들과 교육자, 
학생, 선출 공직자, 지역 사회 구성원, 가족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커뮤니티가 참여했습니다. 이토록 다양한 
관점을 한데 모으는 것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청사진 전략 
계획에 기재된 변혁 업무를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설계팀은 학생들에게 갖는 희망, 꿈, 포부에 관한 이들의 
의견을 제공하여 다음과 같은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었으며, 최종적인 이미지를 그리기 위한 역량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학생 성공을 위한 
비전으로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청사진을 비롯한 
앞으로의 업무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림 5: 

Portrait of a Graduate 역량 

 
 

그림 3: Battelle for Kids 

Portrait 설계 과정 
 

 
 
 
 
 
 
 
 
 
 
 
 
 
 
그림 4: GCPS 학생들에 대한 지역 사회의 
희망, 꿈, 포부 

 

 

 

적응력 
Gwinnett 카운티 학군 학생들은 

• 모호하고 변화하는 우선순위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학업에 임하고, 유연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역할과 상황에 적응합니다. 

• 어려움과 반대, 실패에도 성공하려는 결의를 
보이며 피드백, 칭찬, 좌절과 비판에 생산적으로 
대응합니다. 

• 다양한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또 다양한 
그룹과 함께 협력할 자신이 있습니다. 

협력적 리더십 
Gwinnett 카운티 학군 학생들은 

• 신뢰, 연민, 절제된 태도를 갖추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합니다. 

• 상생의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과 
기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이를 이끌어낼 
기회를 찾아 극대화하며,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함께 노력하려 합니다. 

•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이니셔티브, 모험을 

계획, 조직, 관리하는 방법을 알며, 이러한 과정에서 

영감을 주는 비전과 행동을 만들어 갑니다. 

•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다른 사람과 협업할 기회를 

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참여합니다. 

世界发生

了什么变

化 

必备技能 

和心态 

共同愿景 

我们的毕业生画

像 

探讨世界发生了什么变化

， 

以及这对于我们学生的影

响。 

讨论学生在当今和未

来取得成功所需要的

能力。 

确定并具象化能力，这些能

力应该是我们当地社区对于

“画像”所畅想的共同愿景

的一部分。 

讨论如何使我们在当地 

层面探讨的、定位全球 

的“画像”成为每名学 

生的现实成就。 

세상의 
변화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점검합니다 

필수적인 
능력과 
마음가짐 

공통된 

비전 

우리의 Portrait 
of a Graduate 

현재와 미래에 학생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논의합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그리는 공통된 
지역의 비전에 해당하는 역량을 
파악하고 문맥화합니다. 

지역에서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은 Portrait를 학생들에게 
실현할 방법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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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활용 
Gwinnett 카운티 학군 학생들은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경쟁력 있는 
솔루션으로 번안하며 혁신을 주도합니다. 

• 독창성, 상상력, 사물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을 보입니다. 

• 관습적인 생각, 규칙, 습관, 관계에서 벗어나 
새롭거나 의미 있는 생각, 방법 또는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 성공을 위해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식으로 
리소스(예: 테크놀로지, 미디어, 재무 등)에 
접근하고 선별하여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에서 배운 바를 전달 및 수용합니다. 

 
공감 
Gwinnett 카운티 학군 학생들은 

• 정서지능(EQ)을 보입니다. 자기성찰적이며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행동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합니다. 

• 상호 존중과 열린 대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고유한 관점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소중히 여기며 포용합니다. 

•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할 때 다양한 시각과 
신조를 이해하고 교섭과 균형을 추구합니다. 

비판적 사고 
Gwinnett 카운티 학군 학생들은 

• 다른 사람과 주변 세계의 피드백을 스스로의 
진화하는 이해력에 통합시키며,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더 큰 그림’을 심도 있게 
숙고합니다. 

•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진화하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때,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이점과 장벽을 고려합니다. 

• 실현 가능한 결과를 만들거나 선정할 때, 
복잡성과 사람들 및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해결책을 분석하고 평가 및 점검하는 것을 
유념합니다. 

• 정보의 비판적인 소비자입니다. 

 
소통 
Gwinnett 카운티 학군 학생들은 

• 다양한 형태와 문맥에서 여러 목적과 청중을 
대상으로 하여 구두, 기술, 비언어 소통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 지식, 가치, 태도,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경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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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문화 역량 교직원 및  
학생의 웰빙 

교육자 
다양성 

형평
 

다층 지원 
시스템 

기회 및 접근 공평한 리소스 
분배 

우수성 모두가 원하는 
교육의 장 

고등 교육 및 
취업 준비 

우수한  
소통과 참여 

유효성 결과 기반 평가 
시스템 

인재 관리 교육 ROI 

 
 

미래를 위한 우리의 청사진 개요 
다음 섹션에는 청사진 전략 계획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감, 형평성, 유효성 및 우수성이라는 네 
가지 전략 우선순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략 우선순위별로 세 가지 목표와 하위 목표  및 교육구의 
핵심성과지표(KPI)가 있습니다. KPI는 각 목표의 달성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폭넓은 지표 
후보군을 고려했고, 관계자의 피드백을 수렴한 후 최종 지표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의 데이터는 5개년 
전략 계획의 기준이 되며, 각 KPI에는 2023~2027년에 정해진 연간 달성 목표치가 마련됩니다. 

이러한 전략 우선순위, 목표 및 하위 목표는 부서 및 분과 운영 관리 계획(OMP)의 기준이 됩니다. 청사진은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의 ‘목적’을 정의합니다. OMP는 이러한 전략 계획에 맞는 특정 이니셔티브와 실행 
단계 등, 그 ‘방법’을 상세히 정합니다. 이 계획은 ‘살아있는 문서’로서, 2022년 7월 말까지 위원회의 공식 
채택에 앞서 개정안을 완성하기 위해 위원회 및 지역 사회의 피드백을 수렴합니다. 위원회가 채택하는 공식 
계획에는 각 목표와 관련하여 승인된 일련의 KPI에 대한 기준 데이터와 연간 달성 목표치가 포함됩니다. 
(KPI 일부는 2022-2023 회계 연도에 수집된 기준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위원회 채택 이후에는 교육구의 
행정부가 위원회 업무 세션 중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한 전략 계획 우선순위, 목표, 하위 목표에 대한 
개별 부서 및 과의 운영 진척도를 공유합니다. 

GCPS 행정부는 연간 보고서를 제공하여 청사진에서 최종 KPI에 대해 정한 연간 달성 목표치와 대비한 
성과와 결과를 공유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획 채택 후에도 이를 개선하거나 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림 6: 전략 우선순위 및 목표 요약 
 
 
 
 

미래를 위한 우리의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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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계획 요약 
 

전략 계획 #1: 공감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에 이입하는 능력으로, 교직원과 학생이 
소속감과 안전함을 느끼는 문화 조성의 
시발점입니다. 

목표 1.A—문화 역량. 
조직과 각 교직원의 문화 역량 및 수준을 향상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다양한 커뮤니티의 모든 방면에서 참여를 높입니다. 

목표 1.B—교직원 및 학생의 웰빙. 
자기 돌보기, 신체 및 정신 건강, 사회정서학습을 
우선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웰빙을 
증진합니다. 

목표 1.C—교육자 다양성. 
학생과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교육자 
인력을 구인 및 유지하는 견고한 파이프라인과 
지원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전략 계획 #2: 형평성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표적 지원과 성공 기회를 
높여주는 풍부화를 제공하여 교육 불공평을 
해소하고 줄이는 체계적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설계 및 개편’을 위한 교육구 운영 담당 Policy BAAE 
- Educational Equity(정책 BAAE - 교육 형평성) 
위원회. 

목표 2.A—다층 지원 시스템. 학생의 학업 및 
비학업적 필요를 해결하고 성공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다층 지원 시스템을 완전히 
조직화하는 종합적 프레임워크를 구현합니다. 

목표 2.B—기회 및 접근. 
학생들이 문화적 관련이 있고 철저한 양질의 
커리큘럼, 심화 과정(예: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 
복수 등록제), 풍부화 활동(예: 미술 교육, 영재 교육, 
STEM 교육, 커리어 기술 교육)에 참여하고 접근할 
기회를 확장합니다. 

목표 2.C—공평한 리소스 분배. 
리소스 분배 체계 및 절차를 재정비하여 각 학교의 
지도, 사회정서, 행동 지원이 학생과 지역 사회의 
고유한 필요와 일치하게 합니다. 

전략 우선순위 #3: 유효성 
모든 시스템은 의도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된다. 
– W. 에드워즈 데밍 

이 유명한 격언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새 시대에 교육구는 우수한 
성과의 유산을 
유지하는 동시에, 성장하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목표 3.A—결과 기반 평가 시스템. 결과 기반 평가 
시스템(RBES)으로 측정되는 학생 성공의 기준을 
결정하는 입력값, 행동, 결과값을 재정의하여 학교 
향상과 학생 성장을 지원합니다. 

목표 3.B—인재 관리. 
교육자와 교직원이 교육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인재 관리 조직으로 인적 
자원 기능을 변경합니다. 

목표 3.C—교육 ROI. 
교육 ROI를 측정 및 보고하여 예산 및 리소스 분배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개선의 
동력을 마련합니다. 

전략 계획 #4: 우수성 
우수성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GCPS의 사명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수성은 표준입니다. 
이러한 전략 우선순위는 교육구가 학생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관이 되려는 
오랜 정신을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목표 4.A—모두가 원하는 교육의 장. 
학생과 가족이 우수한 학교로 가장 먼저 꼽는 
학교이자 교육자 및 교직원이 커리어를 쌓기 위해 
선택하는 직장이 됩니다. 

목표 4.B—고등 교육 및 취업 준비. 학생들이 
보여준 지식, 기술, 능력, 관심사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의 
고등 교육 및 취업 준비를 돕습니다. 

목표 4.C—우수한 소통과 참여. 
GCPS의 리더십이 중시하는 투명성, 양방향 소통의 
가치를 모델링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소통과 
참여를 실현하고 관계자의 신뢰와 신임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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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 핵심성과지표(KPI) 요약 

핵심성과지표(KPI)는 선행지표와 지행지표가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선행지표는 미래 이벤트를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반대로, 지행지표는 이미 발생한 이벤트를 측정한 결과값을 나타냅니다. KPI 보고는 전 
학년도에 대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8월과 1월, 연 2회 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보고 일정으로 
데이터가 가용해지는 대로 적시에 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표시), 보고 타임라인으로 인해 전 
학년도 기준의 데이터가 사용됩니다. 

 
 
1.A 공감 - 문화 역량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문화적 숙달 - 교직원 설문조사 73.8% 74.3% 75.3% 77.3% 80.3% 84.0% 

문화적 숙달 - 학생 설문조사 82.6% 83.1% 84.1% 85.6% 87.6% 90.0% 

문화적 숙달 - 가족 설문조사 82.7% 83.2% 84.2% 85.7% 87.7% 90.0% 

소속감 - 학생 설문조사 71.1% 71.6% 72.6% 74.6% 77.6% 82.0% 

소속감 - 가족 설문조사 84.2% 84.7% 85.7% 86.7% 88.2% 90.0% 

 
1.B 공감 - 학생 및 교직원의 웰빙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학생 웰빙 - 학생 설문조사 57.6% 58.6% 60.6% 64.6% 69.6% 75.0% 

학생 웰빙 - 상습적 결석 15.9% 15.4% 14.5% 13.2% 11.6% 10.0% 

학생 지원 비율 - 상담사 490:1 490:1 470:1 450:1 415:1 370:1 

학생 지원 비율 - 복지사 5354:1 5132:1 4276:1 3564:1 2970:1 2475:1 

학생 지원 비율 - 학교 심리학자 2790:1 2748:1 2686:1 2606:1 2508:1 2475:1 

교직원 지원 - 교직원 설문조사 78.4% 78.9% 79.9% 81.9% 84.9% 89.2% 

직원 웰빙 - 상습적 결근 12.8% 11.8% 10.8% 9.8% 8.4% 7.0% 
 
1.C 공감 - 교육자 다양성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교사 유지율 - 초기 경력(BIPOC) 76.2% 78.6% 80.9% 83.3% 85.6% 90.0% 

교사 유지율 - 경력자(BIPOC) 90.6% 91.1% 91.6% 92.3% 94.0% 95.0% 

다양성 지표 54.6% 56.6% 58.8% 61.3% 62.8% 65.0% 
 
 
 
 
 
 
 
 
 
 

*보고 타임라인으로 인해 전 학년 기준 데이터;  
NYA = 아직 이용 불가; TBD = 미정; N/A = 해당 사항 없음 



*보고 타임라인으로 인해 전 학년 기준 데이터;  
NYA = 아직 이용 불가; TBD = 미정; N/A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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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형평성 - 다층 지원 시스템(MTSS)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MTSS 선별 - 학업 0.0% 95.0% 95.0% 95.0% 95.0% 95.0% 

MTSS 선별 - 웰빙 0.0% 95.0% 95.0% 95.0% 95.0% 95.0% 

PBIS 이행 - PBIS 이행 학교 % 75.0% 80.0% 100.0% 100.0% 100.0% 100.0% 

PBIS 차별화 - PBIS 차별화 지정을 
받은 학교 수(SY2019 = 6)* 6 7 10 16 28 40 

마일스톤상 읽기 학년 수준 미만 비율 - 
3학년,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32.8% 31.0% 29.0% 26.0% 22.0% 18.0% 

학생 향상도 - 마일스톤상 
초급(Beginning) % 

22.6% 21.6% 20.0% 18.0% 15.5% 12.0% 

영어 학습자(EL) 언어 숙달 진척도 – 
CCRPI 

69.5 71.0 73.3 76.4 80.3 85.0 

EL 종료율 7.5% 8.0% 9.0% 10.5% 12.5% 15.0% 

 
2.B 형평성 - 기회 및 접근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유치원 준비도,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38.2% 38.7% 40.7% 42.7% 45.7% 50.0% 

심화 과정 완료,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27.3% 30.0% 36.0% 42.0% 50.0% 60.0% 

영재 대표성 - 영재 프로그램 내 
대표성이 부족한 학생 인종/민족 그룹 
수 

2 2 1 1 0 0 

징계 비례 불균형 - ISS 및 OSS에 
대표성이 과도한 모든 학생 그룹 수 

4 4 3 2 1 0 

SAT / ACT 참여도* 41.5% 45.0% 75.0% 90.0% 95.0% 95.0% 

 
2.C 형평성 - 리소스 분배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타이틀 I 경력직 인증 교직원 71.0% 71.0% 72.0% 74.0% 77.0% 81.0% 

효과적인 티어 1 교습 - 연간 성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학생 %,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N/A TBD TBD TBD TBD TBD 

학생 디바이스 지급율 26.9% 8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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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유효성 - 결과 기반 평가 시스템(RBES)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향상 진척도 - 벤치마크 평가 N/A TBD TBD TBD TBD TBD 

CCRPI 진척도 - 마일스톤/ACCESS 
성장도(SY2019 = 102)* 

102 102 105 110 118 130 

“Beating the Odds” 학교(SY2019 = 47)* 47 47 49 52 56 61 

향상을 위한 교육구 지원 - 교직원 
설문조사 

82.5% 83.0% 84.0% 85.5% 87.5% 90.0% 

 
3.B 유효성 - 인재 관리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인사 전문성 - Society f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인증 
전문가(SHRM-CP)/Human Resources 
Certification Institute(HRCI) 인증 

9.0% 15.0% 25.0% 35.0% 45.0% 60.0% 

교사 리더십 직책 969 977 1177 1477 1777 2177 

파이프라인 개발 - "Grow Your Own" 22.3% 24.5% 27.7% 32.1% 37.5% 44.0% 

교사 유지율 - 초기 경력 77.4% 79.8% 82.1% 84.5% 86.8% 90.0% 

교사 유지율 - 경력자 90.3% 91.2% 92.0% 92.9% 93.9% 95.0% 

3.C 유효성 - 교육 ROI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재무 효율성* (SY2019 = 4.5 / 5.0 가능) 4.5 4.0 4.0 4.0 4.0 4.0 

버스 안전성 - 사고 주기 마일 127,256 131,000 135,000 139,000 143,000 147,000 

효율적인 시설 유지보수 - 작업 명령서 
완료 소요 일 수 

8.8 8.4 8.1 7.7 7.4 7.0 

영양 서비스 활용도 - 점심 급식 참여도 64.9% 64.0% 65.3% 67.9% 71.8% 77.1% 

프로그램 평가 N/A TBD TBD TBD TBD TBD 
 
 
 
 
 
 
 
 
 
 
 
 
 
 
 

*보고 타임라인으로 인해 전 학년 기준 데이터;  
NYA = 아직 이용 불가; TBD = 미정; N/A = 해당 사항 없음 



*보고 타임라인으로 인해 전 학년 기준 데이터;  
NYA = 아직 이용 불가; TBD = 미정; N/A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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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 우수성 - 모두가 원하는 교육의 장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카운티 주민 등록율 93.6% 90.0% 90.0% 90.0% 90.0% 90.0% 

직원 유지율 89.1% 89.2% 89.4% 89.6% 89.8% 90.0% 

가족 만족도 - 가족 설문조사 84.4% 84.9% 85.7% 86.7% 87.9% 90.0% 

학생 만족도 - 학생 설문조사 49.9% 54.9% 59.9% 64.9% 69.9% 75.0% 

학생 성취도 48.2% 49.2% 51.2% 54.7% 59.2% 65.0% 

4년 내 졸업율* 82.5% 82.0% 83.0% 85.0% 87.0% 90.0% 

4.B 우수성 - 고등 교육 및 취업 준비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대학 준비도* 24.5% 25.5% 27.5% 30.5% 34.5% 39.5% 

CTE 패스웨이 수료 27.8% 29.8% 32.8% 36.8% 41.8% 45.0% 

HOPE 장학금 대상 학생* 53.4% 54.4% 56.4% 59.4% 62.4% 66.0% 

9학년 정상 궤도 73.6% 75.1% 77.1% 80.1% 84.5% 90.0% 

대학 준비도를 위한 PSAT 8/9 정상 궤도 36.7% 37.7% 39.7% 42.7% 46.7% 51.0% 

마일스톤상 읽기 학년 수준 이상 – 5학년 
74.5% 75.0% 77.0% 79.0% 82.0% 85.0% 

컴퓨터 과학 또는 STEM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등학교 79.0% 85.0% 100.0% 100.0% 100.0% 100.0% 

4.C 우수성 - 우수한 소통과 참여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통역사 및 번역 - 가족 설문조사 94.6% 95.0% 95.0% 95.0% 95.0% 95.0% 

가족 설문조사 참여도 11.7% 16.7% 22.7% 30.7% 39.7% 50.0% 

호응적 소통 - 가족 설문조사 77.7% 78.7% 80.7% 83.2% 86.2% 90.0% 

학부모 포털 계정 71.5% 72.5% 74.5% 78.5% 84.5% 90.0% 

학부모 포털 계정 로그인 N/A TBD TBD TBD TBD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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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에 이입하는 능력으로, 교직원과 학생이 소속감과 
안전함을 느끼는 문화 조성의 시발점입니다.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생각하거나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긍정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정서 지능의 중대한 요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 즉 사람들의 인간성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진정으로 인식하려면 먼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GCPS에서는 공감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합니다. 

 
목표 1.A—문화 역량. 

조직과 각 교직원의 문화 역량 및 수준을 향상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다양한 
커뮤니티의 모든 방면에서 참여를 높입니다. 

GCPS 문화 역량 정의: 학생, 교직원, 지역 사회와 효과적으로 교류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름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활용하는 것. (GCPS 협업 작업팀 보고서, Becoming a Culturally Competent 
Organization(문화 역량을 갖춘 조직이 되기 위해), 2015년) 

하위 목표 

• 문화 역량에 대한 GCPS의 정의를 제도화 및 조직화하는 체계, 구조, 절차를 만듭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교직원, 지역 사회와 효과적으로 교류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름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활용하는 것. 

• 포용을 위한 문화 역량과 전략을 모든 GCPS 인력의 전문 학습에 도입합니다. 

• Q-Plus 교수 전략 및 Gwinnett 교사 평가 시스템에 문화에 맞는 교수 방식을 접목합니다. 

• 모든 커리큘럼 자료 및 전통적으로 소외된 커뮤니티의 기여를 제고하는 특정 교과목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 언어, 장애, 인종, 민족, 종교, 경제 수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의 다방면에 걸쳐 다양성을 지지하는 
문화 역량의 리소스 지식 베이스를 만듭니다. 

문화 역량 목표의 핵심성과지표(KPI) 
 

 
지표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문화적 숙달 – 교직원 설문조사 73.8% 74.3% 75.3% 77.3% 80.3% 84.0% 

문화적 숙달 – 학생 설문조사 82.6% 83.1% 84.1% 85.6% 87.6% 90.0% 

문화적 숙달 – 가족 설문조사 82.7% 83.2% 84.2% 85.7% 87.7% 90.0% 

소속감 – 학생 설문조사 71.1% 71.6% 72.6% 74.6% 77.6% 82.0% 

소속감 – 가족 설문조사 84.2% 84.7% 85.7% 86.7% 88.2% 90.0%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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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B—교직원 및 학생의 웰빙. 

자기 돌보기, 신체 및 정신 건강, 사회정서학습을 우선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웰빙을 증진합니다. 

하위 목표 

• 교직원, 학생, 가족을 위한 풍부한 전문 학습 및 
리소스와 더불어 전략적으로 부서 간 협력 지원을 
제공하는 의식적으로 확립된 모범적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 인사부 및 SEL 사무실을 통해 추가적인 리소스를 
개발하여 교직원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예: 직원 
보조 프로그램, 웰니스 코칭, 스트레스 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 더 많은 교내 상담사, 사회 복지사, 심리학자를 
갖추기 위한 학생 지원 서비스에 투자하고, 모든 
교직원이 학생의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 학교 경험을 설계할 때 학생의 의견과 주인 의식, 
주체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별도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요청에 대응합니다. 

그림 7: SEL 프레임워크 
 

학생 및 교직원 웰빙 목표의 핵심성과지표(KPI) 
 

 
지표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학생 웰빙 – 학생 설문조사 57.6% 58.6% 60.6% 64.6% 69.6% 75.0% 

학생 웰빙 – 상습적 결석 15.9% 15.4% 14.5% 13.2% 11.6% 10.0% 

학생 지원 비율 – 상담사 490:1 490:1 470:1 450:1 415:1 370:1 

학생 지원 비율 – 복지사 5354:1 5132:1 4276:1 3564:1 2970:1 2475:1 

학생 지원 비율 – 학교 
심리학자 

2790:1 2748:1 2686:1 2606:1 2508:1 2475:1 

교직원 지원 – 교직원 
설문조사 

78.4% 78.9% 79.9% 81.9% 84.9% 89.2% 

직원 웰빙 – 상습적 결근 12.8% 11.8% 10.8% 9.8% 8.4% 7.0%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사교  

능력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사회 및 

감정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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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C—교육자 다양성. 
학생과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교육자 인력을 구인 및 유지하는 견고한 파이프라인과 지원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다양한 교사가 주는 이점은 어떤 학생이나 누릴 수 있지만, 특히 같은 인종/민족의 교사가 있는 유색 인종의 
학생은 학교에 더 꾸준히 출석하고 평가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이며, 영재 프로그램에 추천되거나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 과정을 배우고 고등학교에서 졸업하여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꿈을 가지는 경향이 더 높습니다.1 

이들은 또한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2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은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교사가 있으면 더 많은 감정적 지지를 받거나 문해 및 
기타 평가에서 더 큰 수확을 얻는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3 (ERS, 2020년 11월 보고서) 
하위 목표 

• 우선순위상의 특정 민족 또는 문화적 배경 출신의 교사 및 지도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협력 대학과의 타깃 
파트너십 체결, 더 강력한 남미 및 아시아계 미국인(또는 기타) 관계 및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민족 기반의 커뮤니티 중심 기관(Community Based Organizations) 문의, Grow Your Own 이니셔티브 확대, 
국내 민족 중심 교육자 기관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등의 장기적인 구인 전략을 기획합니다. 

• 총체적 보상(급여 및 비급여 혜택)을 고려하여 경쟁력, 전략적, 차별성 있는 보수 체계를 구축합니다. 

• 의사결정 시 교사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교사 리더십 직책을 공식화하여 근무 조건 및 커리어 향상 
기회를 개선합니다. 

• 교직원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 교육 경험이 있는 중심 인물이 이끄는 강제성 없는 친목 그룹에 참여할 
기회를 만듭니다. 

교육자 다양성 목표의 핵심성과지표(KPI) 
 

 
지표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교사 유지율 – 초기 경력(BIPOC) 76.2% 78.6% 80.9% 83.3% 85.6% 90.0% 

교사 유지율 – 경력자(BIPOC) 90.6% 91.1% 91.6% 92.3% 94.0% 95.0% 

다양성 지표 54.6% 56.6% 58.8% 61.3% 62.8% 65.0% 
 

1 Stephen B. Holt 및 Seth Gershenson. The Impact of Teacher Demographic Representation on Student Attendance and 
Suspensions(교사의 인구 구성이 학생의 출결 및 정학에 미치는 영향).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2015년. 
Thomas S. Dee. Teachers, Race and Student Achievement in a Randomized Experiment(교사, 인종, 학생 성취에 관한 무작위 
실험).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1년. Seth Gershenson, Cassandra M.D. Hart, Constance 
A. Lindsay, and Nicholas W. Papageorge. The Long-Run Impacts of Same-Race Teachers(동일 인종 교사의 장기적 영향).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2017년. Sean Nicholson-Crotty, Jason A. Grissom, Jilly Nicholson-Crotty, 및 Christopher 
Redding. Disentangling the Causal Mechanisms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Evidence from Assignment of Students to Gifted 
Programs(영재 프로그램의 학생 배정 근거에서 바라본 대표 관료제의 인과 관계 분석).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016년). Diana Quintero. The Benefits of Hispanic Student-Teacher Matching for AP 
Courses(AP 과정의 히스패닉 학생-교사 매칭 이점). Brookings Institution, 2019년. Anna J. Egalite, Brian Kisida, 및 
Marcus A. Winters. Representation in the Classroom: The Effect of Own Race Teachers on Student Achievement(교실에서의 대표성: 
동일 인종의 교사가 학생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015년 
2 Travis J. Bristol 및 Javier Martin-Fernandez. The Added Value of Latinx and Black Teachers for Latinx and Black Students: 
Implications for the Reauthorizat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라틴계 및 흑인 교사가 라틴계 및 흑인 학생에게 부여하는 
가치: 고등교육법 재승인의 의미). Annenberg Institute at Brown University, 2019년. 
3 Susanna Loeb, James Soland, 및 Lindsay Fox. Is a Good Teacher a Good Teacher for All? Comparing Value-Added of Teachers with 
Their English Learners and Non-English Learners(좋은 교사는 모두에게 좋은가? 영어 학습자 및 비영어 학습자를 통한 
교사의 부가 가치 비교). Education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014년. Jason T. Downer, Priscilla Goble, Sonya S. 
Myers, 및 Robert C. Pianta. Teacher-Child Racial/Ethnic Match Within Pre-Kindergarten Classrooms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보육원의 교사-아동의 인종/민족 매칭과 아동의 조기 학교 적응).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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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교육} 모든 아동이 학업 및 사회적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바를 얻을 수 
있는 환경. 
2020년 위원회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표적 지원과 성공 기회를 높여주는 풍부화를 제공하여 교육 불공평을 
해소하고 줄이는 체계적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설계 및 개편’을 위한 교육구 운영을 담당하는 Policy BAAE - 
Educational Equity(정책 BAAE - 교육 형평성)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GCPS의 교육 형평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적 배경, 영어 능력, 신념, 사회경제적 상황, 장애와 무관하게 모든 학생이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 

GCPS에 형평성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할 것입니다. 

목표 2.A—다층 지원 시스템. 
학생의 학업 및 비학업적 필요를 해결하고 성공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다층 지원 시스템을 완전히 조직화하는 종합적 
프레임워크를 구현합니다. 

다층 지원 시스템(Multi-tiered system of supports, MTSS)은 
학생의 성취를 최대화하고, 강점 중심의 관점에서 학생의 
사회, 감정, 행동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다층 예방 시스템 
내에 데이터와 지침을 통합한 프레임워크입니다. (Center on 
MTSS, 2020년, www.MTSS4success.org) 

하위 목표 

• 전인 교육, 전인 아동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학생의 
학업 및 비학업적 강점, 필요, 관심사를 파악합니다. 

• 학교 전체의 긍정적인 행동 개입 및 지원(PBIS), SEL 
커리큘럼/역량, 출석 캠페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비학업적 티어 1 구조 및 프로세를 지원 및 완전 
통합하는 역량을 구축합니다. 

• 그림 8: MTSS 프레임워크 
 

• 계층적 개입 대상으로 파악된 학생에 대한 통합 학생 지원의 전략적 연계, 접근성, 영향력을 높입니다. 
여기에는 방과 후 풍부화 프로그램, 종합 서비스 지역 학교(Full-service Community School) 모델, 멘토링 
프로그램, 가족 리소스/지원, 행동 전문가, 사회 복지사, 상담사, 심리학자, 의료 종사자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학생 지원 업무의 기초로서 트라우마 기반 접근 방식을 육성합니다. 

- 별도의 커뮤니티 파트너십과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파악 및 확보하여 교육구 리소스와 전문성을 
보완합니다. 

• 학업 개입 대응(Response To Intervention, RTI) 절차를 공식화하여 모든 학교와 학년에서 비일관성을 줄이고 
이행 정확성을 높입니다. 

- 일반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공통 검사 및 QBE의 지원을 받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K–5) 및 
보충 수업 프로그램(6-12) 대상인 학생의 식별. 

형평성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점검 
진척도  
모니터링 

다층 예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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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된 계층에 따라 학생의 필요가 더 커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근거 중심 개입. 

• 소규모의 타깃 그룹, 학년 커리큘럼, 지속적인 공식 평가, 진척도 모니터링 등, 모든 학생을 위한 양질의 제1 
계층 지침.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및 장애 학생을 위한 표적화된 보편주의4 전략 및 지원 방안을 개발합니다. 

• 영어 학습자 및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을 학년 교수 자료에 포함하고 적절한 스캐폴딩을 동반합니다. 

• 보호 수업 관찰 프로토콜(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 Protocol, SIOP) 등의 효과적인 협력 수업 및 보편 
설계 전략을 위한 능력을 배양합니다. 

다층 지원 시스템 목표의 핵심성과지표(KPI) 
 

 
지표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MTSS 선별 – 학업 0.0% 95.0% 95.0% 95.0% 95.0% 95.0% 

MTSS 선별 – 웰빙 0.0% 95.0% 95.0% 95.0% 95.0% 95.0% 

PBIS 이행 – PBIS 이행 학교 % 75.0% 80.0% 100.0% 100.0% 100.0% 100.0% 

PBIS 차별화 – PBIS 차별화 
지정을 받은 학교 #(SY2019 = 6)* 

6 7 10 16 28 40 

마일스톤상 읽기 학년 수준 미만 
비율 – 3학년,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32.8% 31.0% 29.0% 26.0% 22.0% 18.0% 

학생 향상도 – 마일스톤상 
초급(Beginning) % 

22.6% 21.6% 20.0% 18.0% 15.5% 12.0% 

영어 학습자 언어 숙달 진척도 – 
CCRPI 

69.5 71.0 73.3 76.4 80.3 85.0 

영어 학습자 종료율 7.5% 8.0% 9.0% 10.5% 12.5% 15.0% 

4 ‘표적화된 보편주의란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표적화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표적화된 보편주의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직이나 체계는 해당하는 모든 그룹에 대한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미네소타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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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B—기회 및 접근. 

학생들이 문화적 관련이 있고 철저한 양질의 커리큘럼, 심화 과정(예: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 복수 등록제), 풍부화 

활동(예: 미술 교육, 영재 교육, STEM 교육, 커리어 기술 교육)에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합니다. 

하위 목표 

• 출생부터 5세까지 교육구 프로그램 및 효과적인 커뮤니티 파트너십을 통해 조기 학습 경험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여 유치원 대비 수준을 높입니다. 

• 조기 문해력 및 독서 과학에 초점을 맞추어 학년 기대치를 반영한 양질의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학습 기회를 증대하고 제3자 커리큘럼 감사를 통해 개선 표적이 되는 과목과 학년을 파악합니다. 

• 모든 학생이 영재 프로그램의 자격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와 진로를 확대합니다. 

• 교육구의 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심화 과정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접근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배치 
기준/절차를 평가합니다. 

• 클러스터 내의 커리어 및 기술 교육 학습 과정 및 제공 여부를 평가하여 모든 카운티 지역에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 선택 프로그램 및 특성화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통학 선택지를 넓힙니다. 

• 근거 기반 전략(예: 회복 교육 및 PBIS)을 시행하고 GIVE 센터 모델을 재고하여 배제적 징계 조치(교내 
격리, 정학, 대안 배치)로 인한 학습 방해를 줄입니다. 

•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학생용 기기(1:1 전환) 및 가족의 범용 인터넷 접근을 위한 전략을 통해 테크놀로지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 모든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과외 활동(예: 동아리 및 스포츠)을 점검하고 학생의 관심사 및 목표에 
부합하는 필요와 간극을 파악하여 알게된 바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합니다. 

기회 및 접근 목표의 핵심성과지표(KPI) 
 

 
지표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유치원 도 , 전통적 지원 
부족  

38.2% 38.7% 40.7% 42.7% 45.7% 50.0% 

심화 과정 완료,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27.3% 30.0% 36.0% 42.0% 50.0% 60.0% 

영재 표성  - 영재 
프로그램 내 대표성이 
부족한  인종/민족 
그룹 수 

2 2 1 1 0 0 

징계  불균형 
- ISS  OSS 에 대표성이 
과도한  학생 그룹 수 

4 4 3 2 1 0 

SAT ACT 참여도* 41.5% 45.0% 75.0% 90.0% 95.0%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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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C—공평한 리소스 배분. 

학생들이 문화적 관련이 있고 철저한 양질의 커리큘럼, 심화 과정(예: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 복수 등록제), 풍부화 
활동(예: 미술 교육, 영재 교육, STEM 교육, 커리어 기술 교육)에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합니다. 

하위 목표 

• 학생의 필요를 충족하는 범주 지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학교 배정 절차를 개정하고, 아울러 배정 비율 및 
공식에 빈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고려합니다. 

- 저학년 학생 및 학년 수준 이하의 성과를 보인 학생에게 소규모 학급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 연구에 따라 장기적으로 학급 규모를 축소하는 전략을 개발합니다. 

• 대체가 아닌 보충에 관한 연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Title I 자금 분배를 개선하고,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가 학생 성공에 필요한 리소스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구 
서비스 자격의 기준치를 정의합니다. 

• 언어 습득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영어 학습자 리소스와 지원을 개선합니다. 

• 지역 학교(zoned school)에서 완전한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교육 리소스를 정하고 
이에 따라 리소스를 확보 및 할당하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 인력이 부족한 학교와 인력이 부족한 교과목의 추가적인 역량을 육성하고 차별화 및 전략적 보상을 
통해 기회를 얻기 어려운 학생이 효과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평한 리소스 배분 목표의 핵심성과지표(KPI) 
 

 
지표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타이틀 I 경력직 인증 
교직원 

71.0% 71.0% 72.0% 74.0% 77.0% 81.0% 

효과적인 티어 1 교습 - 연간 
성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학생 %,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N/A TBD TBD TBD TBD TBD 

학생 디바이스 지급율 26.9% 80.0% 100.0% 100.0% 100.0% 100.0% 

 

*보고 타임라인으로 인해 전 학년 기준 데이터;  
NYA = 아직 이용 불가; TBD = 미정; N/A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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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성공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창출하는 정도, 성공. 
모든 시스템은 의도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된다. – W. 에드워즈 데밍 

이 유명한 격언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GCPS는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으로서의 명성을 
공고히하여 얻은 결과와 인정의 유산을 보유합니다. 지금의 새 시대에 교육구는 이러한 성과의 유산을 유지하는 
동시에, 성장하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GCPS는 계속해서 원하는 결과를 정의하고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조직적 능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유효성은 아동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집단적 효력과 영향을 유지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입니다. GCPS에서는 유효한 
실행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합니다. 

 
목표 3.A—결과 기반 평가 시스템. 
결과 기반 평가 시스템(RBES)으로 측정되는 학생 성공의 기준을 결정하는 입력값, 행동, 결과값을 재정의하여 학교 
향상과 학생 성장을 지원합니다.  

결과 기반 평가 시스템(Results-Based Evaluation System, RBES)은 시스템 목표 성취의성과를 측정하고 교육구, 
부서, 학교, 학급 수준의 책임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중 학교 평가(Weighted School Assessments)를 통해 
학교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RBES는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며 학교의 성과를 
소통하는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 Policy BAA Board’s Theory of Action for Change to Improve Student 
Achievement(정책 BAA 위원회의 학생 성과 향상 변화를 위한 행동 이론), Policy BAAB Academic Accountability 

하위 목표 

• 가중 학교 평가(Weighted School Assessment, WSA)의 역대 결과를 평가하여 현재 모델이 지속적인 개선을 
꾀하고 현재 위원회 정책에서 정의한 세계적인 기준을 반영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 청사진에 개괄된 대로 전략적 목표와 방향상의 간극 및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WSA 평가를 활용한 개정 
절차를 계획하고 완수합니다. 

- 개선, 성장 및 성취 상황에 중점을 둔 지표를 고려합니다. 

- 학교 성과의 비학업적 주요 척도를 반영한 지표를 고려합니다. 

- 상대 평가(stack-ranked) 모델 대비 준거 지향(절대 평가) 성과 표준을 결정합니다. 

• 제안된 변경 사항을 RBES 및 WSA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정책의 개편안을 개발 및 제안합니다. 

• 지역 학교 향상 계획(Local School Plan of Improvement, LSPI)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여 학술지와 학교를 
지지하는 커뮤니티의 기대치를 모두 반영하도록 합니다. 

• LSPI 시행 모니터링 진척도에 대해 업데이트된 시스템, 구조, 절차를 개정 및 시행하고 학년도 중 추가적인 
리소스와 지원으로 궤도를 수정할 사전적 기회를 가집니다.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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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ES 목표의 핵심성과지표(KPI) 
 

 
지표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향상 진척도 – 벤치마크 평가 N/A TBD TBD TBD TBD TBD 

CCRPI 진척도 - 마일스톤/ACCESS 
성장도(SY2019 = 102)* 

102 102 105 110 118 130 

"Beating the Odds" 학교(SY2019 = 47)* 47 47 49 52 56 61 

향상을 위한 교육구 지원 – 교직원 
설문조사 

82.5% 83.0% 84.0% 85.5% 87.5% 90.0% 

 
 
목표 3.B—인재 관리. 
교육자와 교직원이 교육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인재 관리 조직으로 인적 자원 기능을 

변경합니다. 

하위 목표 

• 열악한 노동 시장에 대응하고 인재 경쟁의 우위를 점하고자 직원 구인, 선정, 유지, 보상을 위해 고안된 
모든 시스템, 구조, 절차에 대한 감사를 수행합니다. 

• 현행 직업 훈련(Professional Development) 활동을 평가하여 강점과 기회를 파악하고 향상 계획을 
작성합니다. 

- 전체 경력, 학년, 전문성에 걸쳐 제공되는 과목과 교사의 수업에 대한 측정 가능한 영향을 고려합니다. 

- 문화 역량, 형평성, SEL 등 청사진에 개괄된 변화를 위한 직업 훈련(PD) 지원을 심화합니다. 

- 전략 계획 및 교육구 목표에 부합하도록 20시간의 PD에 대한 기대치 및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인재 관리 및 HR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인사 직원에 대한 교육 요구를 
살펴봅니다. 

• Gwinnett 교사 및 지도자 평가 시스템을 재고하여 코칭 및 멘토링 지원과 강력한 연결을 동반한 전문가 
육성 및 업무상 직업 훈련을 촉진합니다. 

- Q-Plus 교수 전략, 신입 교사 참관, 교사 평가 모델의 일관성 및 일치를 고려합니다. 

• Grow Your Own, 견습, 인턴십 등의 기회를 넓혀 분류, 공인, 전문 직책에 대한 인재 파이프라인 지원을 
확장합니다. 

• 교사 리더십 및 커리어 상승 기회를 공식화하여 학급 교사 직책을 유지하면서 급여와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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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관리 목표의 핵심성과지표(KPI) 
 

 
지표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인사 전문성 – SHRM/HRCI 인증 9.0% 15.0% 25.0% 35.0% 45.0% 60.0% 

교사 리더십 직책 969 977 1177 1477 1777 2177 

파이프라인 개발 – "Grow 
Your Own" 

22.3% 24.5% 27.7% 32.1% 37.5% 44.0% 

교사 유지율 – 초기 경력 77.4% 79.8% 82.1% 84.5% 86.8% 90.0% 

교사 유지율 – 경력자 90.3% 91.2% 92.0% 92.9% 93.9% 95.0% 
 

목표 3.C—교육 ROI. 
교육 ROI를 측정 및 보고하여 예산 및 리소스 분배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개선의 동력을 
마련합니다. 

하위 목표 

• 중요한 교수 이니셔티브 및 시범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평가 및 실행 연구를 설계 및 시행합니다. 

- 합의된 입출력 지표를 이용한 이행 전에 프로그램 평가 계획을 만듭니다. 

- 프로그램 평가 계획에 시행 모니터링 및 데이터 검토 주기를 포함합니다. 

- 프로그램 평가 지원 요청 절차 및 학교, 부서, 하위 부서 전체의 측정 가능한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작성합니다. 

• 이전과 같은 강력한 재정 관리 방식을 유지하고 학생의 필요에 대한 투자와 자금 잔액의 증식 우선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평가하는 의사결정표를 개발합니다. 

• 절감한 비용을 학생과 교사를 지원하는 데 재분배하기 위해 운영 지출 및 계약 서비스를 평가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물리적 학습 환경의 품질과 상태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교수와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교육 ROI 목표의 핵심성과지표(KPI) 

 

 
지표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재무 효율성* (SY2019 = 4.5 / 5.0 
가능) 4.5 4.0 4.0 4.0 4.0 4.0 

버스 안전성 – 사고 주기 
마일 127,256 131,000 135,000 139,000 143,000 147,000 

효율적인 시설 유지보수 – 작업 
명령서 완료 소요 일 수 8.8 8.4 8.1 7.7 7.4 7.0 

영양 서비스 활용도 – 점심 급식 
참여도 64.9% 64.0% 65.3% 67.9% 71.8% 77.1% 

프로그램 평가 N/A TBD TBD TBD TBD TBD 
*보고 타임라인으로 인해 전 학년 기준 데이터;  
NYA = 아직 이용 불가; TBD = 미정; N/A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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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뛰어나거나 매우 훌륭한 자질. 
우수성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GCPS의 사명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수성은 표준입니다. 이러한 
전략 우선순위는 교육구가 학생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관이 되려는 오랜 정신을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2020~2030년 전략 지침(Strategic Direction for 2020-2030)에 이러한 의무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Gwinnett 카운티 학군은 기관의 모든 방면에서 우수성을 추구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구가 협력적 리더십과 모범적 운영, 관계자와 소통 및 교류하는 효율적인 수단, 
지속적인 개선 및 혁신을 포용하는 문화를 갖추어야 합니다. 

GCPS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할 것입니다. 

 
목표 4.A—모두가 원하는 교육의 장. 
학생과 가족이 우수한 학교로 가장 먼저 꼽는 학교이자 교육자 및 교직원이 커리어를 쌓기 위해 선택하는 직장이 

됩니다. 

하위 목표 

• 학생 중심적이고 모든 아동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학교의 품질, 분위기, 문화를 배양합니다. 

- GCPS의 학업 지식 및 능력(Academic Knowledge and Skills, AKS)에 부합하는 양질의 커리큘럼 및 학습 
자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업의 질을 유지하고 학교와 학급 간의 비일관성을 줄입니다. 

• 특별 활동 및 과외 활동을 포함하여 K-12 전반에서 광범위한 학업, 미술, 운동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교육을 증진합니다. 

• 학생과 가족, 아울러 교육자와 교직원들을 위해 교내 및 부서에서 일관되고 적절한 대응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고객 서비스 문화(소위 ‘디즈니 경험’)를 만듭니다. 

- 강점과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내외적으로 GCPS에서의 고객 서비스 경험을 평가합니다. 

- 협업을 통해 고객 서비스 표준을 개발하고 일선의 모든 교직원과 신입 직원을 교육하여 GCPS 
홍보대사를 만듭니다. 

• 졸업 후의 성공에 필요한 미래의 능력을 예상하고 학생이 결코 멈추지 않는 이러한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응책을 설계합니다. 

• 조직의 모든 수준 및 모든 측면에 있는 직원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직원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성공을 축하해줍니다. 
업무와 삶의 균형을 우선하고 경쟁적 보상과 혜택 체계를 유지합니다.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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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원하는 교육의 장 목표의 핵심성과지표(KPI) 
 

 
지표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카운티 주민 등록율 93.6% 90.0% 90.0% 90.0% 90.0% 90.0% 

직원 유지율 89.1% 89.2% 89.4% 89.6% 89.8% 90.0% 

가족 만족도 – 가족 설문조사 84.4% 84.9% 85.7% 86.7% 87.9% 90.0% 

학생 만족도 – 학생 설문조사 49.9% 54.9% 59.9% 64.9% 69.9% 75.0% 

학생 성취도 48.2% 49.2% 51.2% 54.7% 59.2% 65.0% 

4년 내 졸업율* 82.5% 82.0% 83.0% 85.0% 87.0% 90.0% 
 
 
목표 4.B—고등 교육 및 취업 준비. 
학생들이 보여준 지식, 기술, 능력, 관심사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의 고등 교육 
및 취업 준비를 돕습니다. 

하위 목표 

• Portrait of a Graduate에서 정의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학생을 위한 기회를 도입합니다. 

- 5, 8학년 수료 및 졸업 시 역량을 보여주고 학생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근거로서 기대하는 학생의 
행동을 정의합니다. 

- 이러한 역량을 AKS에 부합하는 학생 과업 및 특수 활동, 과외 활동을 통해 선보이고 개발할 기회를 
도입합니다. 

- 역량과 SEL 커리큘럼 및 표준을 일치시킴으로써 이러한 능력이 모든 학생의 K-12 학습 과정에 녹아있도록 
합니다. 

• 미래 직업을 반영하고 수요 산업 자격증 또는 고등 교육 프로그램의 학점으로 이어지는 커리어 아카데미 및 
CTE 패스웨이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개발합니다. 

• 성공을 위한 다양한 진로의 가치를 증진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파악하여 가장 알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생이 독립 연구, 업무 실습, 캡스톤 프로젝트, 봉사 학습 등의 교과목 및 과정을 통해 개별 관심사와 포부에 
따라 학습의 주체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확장합니다. 

 
 
 
 
 
 
 
 
 
 
 
 
 
 
 

*보고 타임라인으로 인해 전 학년 기준 데이터;  
NYA = 아직 이용 불가; TBD = 미정; N/A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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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교육 및 취업 준비 목표의 핵심성과지표(KPI) 
 

 
지표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대학 준비도* 24.5% 25.5% 27.5% 30.5% 34.5% 39.5% 

CTE 패스웨이 수료 27.8% 29.8% 32.8% 36.8% 41.8% 45.0% 

HOPE 장학금 대상 
학생* 

53.4% 54.4% 56.4% 59.4% 62.4% 66.0% 

9학년 정상 궤도 73.6% 75.1% 77.1% 80.1% 84.5% 90.0% 

대학 준비도를 위한 PSAT 8/9 
정상 궤도 

36.7% 37.7% 39.7% 42.7% 46.7% 51.0% 

마일스톤상 읽기 학년 수준 이상 
– 5학년 

74.5% 75.0% 77.0% 79.0% 82.0% 85.0% 

컴퓨터 과학 또는 STEM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등학교 

79.0% 85.0% 100.0% 100.0% 100.0% 100.0% 

*보고 타임라인으로 인해 전 학년 기준 데이터;  
NYA = 아직 이용 불가; TBD = 미정; N/A = 해당 사항 없음 

 

목표 4.C—우수한 소통과 참여. 
GCPS의 리더십이 중시하는 투명성, 양방향 소통의 가치를 모델링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소통과 참여를 실현하고 

관계자의 신뢰와 신임을 얻습니다. 

하위 목표 

• GCPS의 업무를 공유하고 의견과 피드백을 요청하기 위해 가족, 학생, 교사 및 커뮤니티의 대상 청중에게 
도달할 수 있는 전략적 소통 계획을 시행합니다. 

- 뉴스와 정보가 관련성 있고 시의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소통되도록 교육구 간행물을 평가 및 전면 
재고합니다. 

- GCPS 브랜드를 새롭게 하여 오늘날의 GCPS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립니다. 

- 전략적으로 소셜 미디어 및 디지털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더 많은 관계자와 소통합니다. 

- 설문조사, 협의회 및 교육구 리더십에 학생을 포함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줍니다. 

• 커뮤니티, 학교, 교육구 사무실을 연결하는 양방향 소통, 참여, 도달을 개선합니다. 

- 교사와 학생, 가족과 학교, 학교와 교육구, 교육구와 커뮤니티 등 모든 수준에서 양방향 대화를 
우선합니다. 

- 클러스터(중등 교육 진학 체계)를 중심으로 학교 감독 및 교육구 지원을 조직화하여 특정 커뮤니티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 다양한 학년층에서 재학 중인 학생의 가족이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를 마련합니다. 

- 클러스터별로 학생들을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및 행동학적으로 지원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사회 
기반 파트너 및 리소스를 포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지관리합니다. 

-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족 참여를 위한 상시적인 직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 교육구, 클러스터 및/또는 학교에 가족 및 지역 사회 연락을 위한 프로그래밍 및 교직원에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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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PS 커뮤니티의 다양한 가족과 효과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 방식을 증진합니다. 

- 학교 및 커뮤니티 배포를 위해 언어 통역 서비스의 정확성과 수용량을 강화합니다. 

- GCPS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자산 기반으로, 문화 감응적이며 적절하도록 합니다. 

- 학교 및 교육구 수준의 활동을 계획, 이행 및 평가함에 있어 교육구 내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언어의 
가족들과 피드백 고리를 만들고 강화합니다. 

• 학교 전반의 학부모 및 가족 소통 절차의 비일관성을 줄입니다. 

- 번역 관련 교육구 승인 도구, 권장 소통 빈도 및 교육구 전반에 걸쳐 학년 수준별 상시 주제를 정의하는 
가족 소통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수립합니다. 

- 교육자와 교직원이 모범 관행 및 학습된 수업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만듭니다. 

우수한 소통과 참여 목표의 핵심성과지표(KPI) 
 

 
지표 

SY2022 
기준선 

SY2023 
목표치 

SY2024 
목표치 

SY2025 
목표치 

SY2026 
목표치 

SY2027 
목표치 

통역사 및 번역 – 가족 설문조사 94.6% 95.0% 95.0% 95.0% 95.0% 95.0% 

가족 설문조사 참여도 11.7% 16.7% 22.7% 30.7% 39.7% 50.0% 

호응적 소통 – 가족 설문조사 77.7% 78.7% 80.7% 83.2% 86.2% 90.0% 

학부모 포털 계정 71.5% 72.5% 74.5% 78.5% 84.5% 90.0% 

학부모 포털 계정 로그인 N/A TBD TBD TBD TBD TBD 

*보고 타임라인으로 인해 전 학년 기준 데이터;  
NYA = 아직 이용 불가; TBD = 미정; N/A = 해당 사항 없음 

 
 
 
 

결론 
모든 아이는 대학과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팀 GCPS의 모든 구성원은 각각의 모든 학생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래를 위한 우리의 청사진에 명확히 기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 GCPS는 최근 몇 년간 우리가 학습한 
모든 사항을 기반으로 쌓아올려야 합니다. 향후 5년에 걸쳐, 우리는 이 계획에 정의된 우선순위, 목표, 하위 
목표를 시행할 역량을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공감, 형평성, 유효성 및 우수성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이러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구현하는 학교 문화와 분위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 학교 및 교육구 리더, 학생, 가족 및 지역 사회 파트너 등– 모두가 환영받고 GCPS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안전하고 용감한 공간을 만들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는 각각의 모든 학생에 대해 우수성을 추구하면서 
교수와 학습에 진정으로 참여합니다. 

다함께 우리는 GCPS 내 우수성의 유산을 확대하며, 측정 가능한 총체적 영향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집합 
행위를 통해 우리의 비전을 실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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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소속감: 소속감은 특정 그룹의 구성원에 대한 수용, 포용 및 정체성의 감각이 있을 때 안전과 지원의 느낌을 
뜻한다. 모두에게 진실된 소속감을 형성하는 것은 참여와 성과를 향상하는 중대한 요인이다. (Cornell University) 

문화 역량: 학생, 교직원, 지역 사회와 효과적으로 교류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름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활용하는 것. (GCPS 협업 작업팀 보고서, Becoming a Culturally Competent Organization(문화 역량을 갖춘 
조직이 되기 위해), 2015년) 

다양성: 다양한 다른 사회민족 배경의 사람들을 포용하거나 관여시키는 관행 또는 수준. 

교육 ROI: 교육 투자수익률(ROI)은 주어진 가용 리소스 내에서 최대 수의 학생들에 대한 성취 또는 기타 학생 
결과(예: 높은 졸업율, 낮은 징계율 또는 경력 옵션 증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Education Resource 
Strategies) 

유효성: 성공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창출하는 정도, 성공. 

공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 

형평성: 모든 아동이 학업 및 사회적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바를 얻을 수 있는 환경. 

우수성: 뛰어나거나 매우 훌륭한 자질. 

양질의 교습 자료(HQIM): HQIM은 콘텐츠가 풍부하고, 전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언어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편견이 없으며, 연구에 기반하고, AKS 표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HQIM은 학생 성취도 향상을 지원하는 
보장되고 경쟁력 있는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용성: 신체 또는 정신 장애가 있거나 기타 전통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그룹에 속하는 등, 그렇지 않을 경우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해 기회 및 리소스에 대해 평등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관행 또는 정책. 

핵심성과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는 성과의 하위 목표 충족의 성공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산출 가능한 
측정 수단이다. 

지역 학교 향상 계획(LSPI): 각 학교는 학생 성취 결과에 기반한 표적화 목표를 포함한, 협력적 지역 학교 향상 
계획(LSPI)을 수립한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 학교들처럼 역동적이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된다. 

다층 지원 시스템(MTSS): 다층 지원 시스템(Multi-tiered system of supports, MTSS)은 학생의 성취를 최대화하고, 
강점 중심의 관점에서 학생의 사회, 감정, 행동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다층 예방 시스템 내에 데이터와 지침을 
통합한 프레임워크이다. (Center on MTSS at the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운영 관리 계획(OMP): 모든 부서와 분과는 전략적 우선순위, 목표 및 하위 목표에 맞춰 연간 업무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계획에는 성공 및 진척도 측정을 위해 관련 KPI가 포함된다.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PBIS): PBIS는 학생의 행동, 학업, 사회, 정서 및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증거 

기반의 계층화 프레임워크이다. 충실히 이행할 경우, PBIS는 사회정서적 역량, 학업 성공 및 학교 분위기를 

개선한다. 또한 교사 건강 및 웰빙도 향상한다. 모두가 번영하는 긍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공평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한 방법이다. (Center on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 Supports) 

회복 교육: 회복 교육(Restorative practices)은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 대한 예방적, 선제적, 호응적 조치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연속체이다. 회복 교육은 징계 결과의 요구를 무효화하기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이 영향을 받은 
이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피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으로 지원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점검하게 해준다. 

독서 과학(SoR): SoR은 읽기와, 읽기 및 쓰기 관련 쟁점에 대한 방대한 학제간 과학적 기반 연구물이다. 이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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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여 년에 걸쳐 전 세계에서 실시되었고, 복수 언어로 수행된 수천 개 연구로부터 도출된다. 독서 과학은 
능숙한 읽기와 쓰기는 어떻게 발전하고, 왜 일부는 어려움을 보이는지,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가르칠 방법은 
무엇이며, 따라서 읽기 곤란을 예방하고 이에 개입함으로서 학생 결과를 향상하는지 알려주는 방대한 증거로 
절정을 이루었다. (The Reading League) 

복지사: 학교 복지사는 정신 건강 우려, 행동 우려, 긍정적인 행동 지원, 학업 및 교실 지원, 교사, 학부모, 행정가 
대상 컨설팅 등으로 지원하고 개인 및 그룹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훈련을 받은 정신 건강 전문가이다. (School 
Social Work Association of America) 

사회정서학습(SEL): 학생들이 스스로 감정을 관리해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이에 대한 공감을 느끼고 표현하며, 
지원적 관계를 수립 및 유지하고, 책임감 있고 사려 깊은 결정을 내리는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전략. 

구조화된 문해력: 구조화된 문해력(Structured literacy, SL) 접근법은 모든 중요한 문해력 구성 요소에 대한 고도로 
명확하고 체계적인 교수를 강조한다. 이러한 구성 요소에는 기초 스킬(예: 해독, 맞춤법)과 더 높은 수준의 
문해력 스킬(예: 읽기 이해, 문어 표현)이 모두 포함된다. (International Dyslexia Association) 

표적화된 보편주의: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표적화된 절차를 이용하는 
프로세스. “표적화된 보편주의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직이나 체계는 해당하는 모든 그룹에 대한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미네소타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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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2020~2030년 전략 지침 
2019년, 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존재했던 전략 우선순위의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참여 
노력으로 2020~2030년 전략 지침(Strategic Direction for 2020-2030)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청사진 
개발에 영향을 미친 열 가지 전략 동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그림 9: 전략 지침 2020-2030 전략 동인 
 

학생 Gwinnett 카운티 학군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대학교, 
커리어, 시민, 삶의 성공에 필요한 지식, 능력, 사회 인지 능력을 갖추고 졸업합니다. 

가족 학교의 협력자로서 Gwinnett의 학부모는 학습 및 태도에 대한 높은 기대를 증진하며 자녀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나눔으로써 자녀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직원 GCPS 교직원은 공교육의 열성적인 지지자이며 학생과 Gwinett 지역 사회에 효과적, 전문적, 
윤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직원(교사 및 교사를 지원하는 직원)이 존중과 
인정을 받고 중시됩니다. 

커리큘럼, 

교수법, 평가 
교수 및 학습이라는 핵심 사업의 중심에는 Gwinnett 카운티 학군의 커리큘럼 기준, 교수법 및 
리소스, 평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모든 학생이 배우는 필수 지식과 능력을 
반영합니다. 입증된 교수법과 엄밀함에 초점을 두어 모든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을 제공합니다. 
평가 프로그램은 각 학생의 교육 진로를 가이드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테크놀로지 및 

디지털 리소스 
Gwinnett 카운티 학군은 학생과 교직원의 변화하는 필요를 충족하는 테크놀로지와 디지털 
리소스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전체 교육구에서 테크놀로지 리소스로 학습 
지원, 교수 보조, 협업 증진, 창의력 및 혁신 육성을 가능케 하도록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테크놀로지 사용을 기대하고 이를 지도합니다. 테크놀로지 사용은 학생의 학습 장벽이 아니며, 
신형 리소스와 테크놀로지는 여러 학교에 동등하게 배분됩니다. 

학교 분위기 학교 분위기는 교내의 특성, 문화, 특징을 드러냅니다. Gwinnett의 학교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수 및 학습에 전념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학교 커뮤니티에 
속한 모두의 책임입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는 우수한 학업 및 교육을 증진하고 존중과 
신뢰, 배려가 있는 관계를 장려 및 유지하며, 모든 학생의 성공에 기여합니다. 

관리 및 리더십 교육구와 학교의 리더는 학생과 학생의 성공에 열정을 쏟습니다. 이들은 학생에게 최선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구의 기조 문서(비전, 사명, 목표, 핵심 신조 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Gwinnett 카운티 공교육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 리더는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존경과 신뢰를 얻으며 모든 
활동에서 성실함을 보입니다. 

운영 우리 교육구에는 교수법과 학습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시설, 인프라, 재정 수단, 테크놀로지 
리소스가 있습니다. 책임, 성실, 공정, 신뢰에 대한 대중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된 사업 
방식과 운영 전략을 채용합니다. 

소통 효과적인 소통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GCPS는 투명하고 정직하며 신뢰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을 증진하여 학교 내외의 커뮤니티에서 신뢰와 신임을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의미 
있고 진솔한 방식으로 관계자들과 교류합니다. 

혁신 Gwinnett 카운티 학군은 현재의 업무를 뛰어나게 소화하는 한편, 다가올 기회를 위해 현행 제도를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테크놀로지가 변화하는 현시대에는 
학생, 가족, Gwinett 지역 사회의 변화하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술 및 운영이라는 교육의 모든 
측면에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조직적 양방향 핸들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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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Learning 2025  
GCPS는 학생 중심, 형평성 중심, 미래 중심으로 
나아가는 AASA의 Learning 2025 시범 교육구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AASA는 전국의 리더가 소속된 교육감 
협회(School Superintendent’s Association)입니다. Learning 
2025 교육 시스템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Gwinett 
교육구의 리더는 실천 공동체에 소속되어 전인 교육을 
지원하고 어떤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며 미래 
중심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 
시스템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배웁니다. 우리 교육구는 
시스템 개편에 관한 AASA 비전의 기타 핵심 요소도 
살펴볼 것입니다. 청사진은 우리의 전략 우선순위 및 
이니셔티브와 일치하는 개편 비전 영역을 편입합니다. 

 
 
그림 10: AASA의 시스템 개편 비전 

 
 
 
 
 
 

  리소스 
 

• 학습 촉진제: 광대역은 모든 

학생이 학습하고 학습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테크놀로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재로 간주해야 합니다. 

• 통합 커뮤니티 리소스: 전인 

교육의 필요를 충족하려면 

교육자, 학생, 학생의 가족이 

다양한 다층적 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아동을 위한 양질의 조기 

교육: 모든 아동은 K-12 

여정에서 공동 저자로 

기능하도록 준비하기 위해 

고도의 조기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다양한 교육자 파이프라인: 

교육자 및 교직원은 서비스를 

받는 학생, 가족, 커뮤니티를 

대변하여 진정으로 문화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편  

재설계  

주체성 

다양한 교육자 

파이프라인 
전인 교육 

중심 

소외 없는 교육 

미래 중심 

계획 

학습 

데이터 분석 

학습 근거 

학습 촉진제 

통합 커뮤니티 

리소스 

조기 교육 접근 

문화 

• 전인 교육 중심: 전체 시스템이 
전체 학습자의 사회, 정서, 
인지, 정신 건강 및 트라우마 
기반 요구를 돌보아야 합니다. 

• 소외 없는 교육: 
모든 아동과 가족, 교직원은 
인종이나 민족,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사회경제적 상황, 장애와 
무관하게 포용되고 동등하게 
존중되며, 공평하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미래 중심: 학교는 언제나 
커리어 지평에 다가올 변화를 
내다보고 현재의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회, 정서, 인지,  

학업적 성장 모델 

• 숙련도 재정의: 성장 관점은 
한순간의 ‘숙련도’ 측정에서 
‘숙련도’를 목표치가 아닌 
시작점으로 보는 ‘다중 측정’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 학생 성장의 생애 주기 관점: 모든 
학생에 대해 생애 주기 관점을 
도입하여 각 연령 및 학년의 성장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 성장 가속화 및 적응형 학습 
테크놀로지의 광범위한 도입: 
인공 지능을 활용한 e러닝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 학생의 
진도에 맞추어 성장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 실천 가능한 평가 데이터 및 
피드백: 이상적으로는 
매일의 교실 활동과 발달 평가, 종합 
평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교사가 맞춤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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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청사진 목표 
 

목표 목적 

1.A 문화 역량 조직과 각 교직원의 문화 역량 및 수준을 향상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다양한 커뮤니티의 모든 방면에서 참여를 
높입니다. 

1.B 공감 학생 및 교직원의 
웰빙 

자기 돌보기, 신체 및 정신 건강, 사회정서 학습을 우선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웰빙을 증진합니다. 

1.C 교육자 다양성 학생과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교육자 인력을 구인 및 유지하는 
견고한 파이프라인과 지원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목표 2.A 다층 지원 시스템 학생의 학업 및 비학업적 필요를 해결하고 성공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다층 지원 시스템을 완전히 조직화하는 종합적 
프레임워크를 구현합니다. 

2.B 기회 및 접근 학생들이 문화적 관련이 있고 철저한 양질의 커리큘럼, 심화 과정(예: AP 및 
복수 등록제), 풍부화 활동(예: 미술 교육, 영재 교육, STEM 교육, 커리어 
기술 교육)에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합니다. 

2.C 리소스 분배 리소스 분배 체계 및 절차를 재정비하여 학생과 
지역 사회의 고유한 필요에 맞게 각 학교에서 지도, 사회정서, 행동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A 결과 기반 평가 
시스템(RBES) 

학생 성공의 기준을 결정하는 입력값, 행동, 결과값을 재정의하여 결과 기반 
평가 시스템(Results-Based Evaluation System, RBES)을 개편합니다. 

3.B 인재 관리 교육자와 교직원이 교육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인재 관리 조직으로 인적 자원 기능을 변경합니다. 

3.C 교육 ROI 교육 ROI를 측정 및 보고하여 예산 및 리소스 분배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개선의 동력을 마련합니다. 

4.A 모두가 원하는 교육의 
장 

학생과 가족이 우수한 학교로 가장 먼저 꼽는 학교이자 교육자 및 교직원이 
커리어를 쌓기 위해 선택하는 직장이 됩니다. 

4.B 고등 교육 및 취업 준비 학생들이 보여준 지식, 기술, 능력, 관심사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의 고등 교육 및 
취업 준비를 돕습니다. 

4.C 우수한 소통과 참여 GCPS의 리더십이 중시하는 투명성, 양방향 소통의 가치를 모델링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소통과 참여를 실현하고 
관계자의 신뢰와 신임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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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KPI 방법 
 
다음 표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개별 핵심성과지표(KPI)에 대한 기준선 및 목표치 결정 방법은 분야, 목표 및 
KPI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구 요약에 상술된 관련 방법론에 기반해 설문조사 및 학생 결과 지표에 대한 기준선 및 목표치에 대한 
전체 인구 답변을 제공합니다. KPI를 위한 이 부록에는 설문조사나 학생 결과를 기반으로 분리 정보가 
제공되며 이 정보는 모든 향후 연도 동안 공공 보고 내용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성별, 
인종/민족, 장애가 있는 학생(SWD), 무료 급식을 받는 학생,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을 받는 경제적 불우 
학생(ED), 영어 학습자(EL) 및 영재 학생과 같은 그룹으로 분리되어 제공됩니다(해당되는 경우). 

 

분야 목표 KPI 방법 

1 A 문화적 숙달 – 교직원 
설문조사 

다음의 문화적 숙달 EES 교직원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교직원 비율: 학교에서 다양한 배경의 학생이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하는 교육이 제공됩니다.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54.5%;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76.7%; 흑인 69.3%; 히스패닉 78.0%; 복합인종 67.2%; 백인 74.9%; 
남성 77.0%; 여성 73.1%. 

1 A 문화적 숙달 – 학생 
설문조사 

다음의 문화적 숙달 EES 학생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학생 비율: 나는 다른 인종 또는 민족 배경의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데 편안합니다(MS/HS) / 나는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데 편안합니다(ES).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84.7%;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84.0%; 흑인 81.2%; 히스패닉 79.8%; 복합인종 84.6%; 백인 88.0%; 
EL 67.3%; SWD 73.9%; 무료 급식 78.7%; 영재 89.7%; 남성 81.5%; 
여성 83.8%. 

1 A 문화적 숙달 – 가족 
설문조사 

다음의 문화적 숙달 EES 가족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가족 비율(가중평균): 
(1) 우리 학교는 다양성 문제를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2) 우리 학교는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합니다 
(3) 우리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 사회의 여러 문화에 관해 배웁니다 
(4) 교내의 성인들이 나의 인종/문화 정체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5) 우리 학교는 인종, 민족, 종교, 성별,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77.9%;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84.1%; 흑인 77.9%; 히스패닉 89.7%; 복합인종 73.7%; 백인 84.8%; 
가정에서 빈번하게 영어 구사 80.7%; 가정에 빈번하지 않게 영어 구사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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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KPI 방법 (계속) 
 

1 A 소속감 – 학생 
설문조사 

다음의 소속감 EES 학생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학생 
비율(가중평균): 
(1) 우리 부모님/가족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소속감을 느낍니다 
(3) 문제가 있을 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성인이 학교에 한 명 이상 
있습니다 

(4) 나는 내 문화 또는 민족적 배경에 대해 좋게 생각합니다(MS/HS) / 
나는 내 가족 전통에 대해 좋게 생각합니다(ES) 

(5) 누군가가 상심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76.5%;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72.5%; 흑인 69.0%; 히스패닉 70.3%; 복합인종 70.8%; 백인 74.9%; 
EL 68.8%; SWD 67.6%; 무료 급식 68.9%; 영재 75.1%; 남성 71.2%; 여성 
71.1%. 

1 A 소속감 – 가족 
설문조사 

다음의 소속감 EES 가족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가족 
비율: 학교에서 환영받는다고 느낍니다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74.7%;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85.4%; 흑인 84.2%; 히스패닉 89.9%; 복합인종 79.8%; 백인 
83.1%; 가정에서 빈번하게 영어 구사 82.8%; 가정에 빈번하지 않게 
영어 구사 89.6%. 

1 B 학생 웰빙 – 학생 
설문조사 

다음의 학생 웰빙 EES 학생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학생 비율(가중평균): 
(1)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2) 등교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3) 미래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4) 기쁘거나 화가 났을 때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5) 나는 차질이 생겨도 의욕이 꺾이지 않습니다(MS/HS) / 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의욕이 꺾이지 않습니다(ES)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61.2%;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58.6%; 흑인 55.8%; 히스패닉 57.6%; 복합인종 55.6%; 백인 60.1%; 
EL 58.2%; SWD 56.7%; 무료 급식 56.2%; 영재 59.7%; 남성 60.6%; 여성 
54.6%. 

1 B 학생 웰빙 – 상습적 
결석 

상습적으로 결석하는 학생 비율. 등록일 수의 10% 이상을 결석한 학생 
수를 최소한 30일 동안 등록한 학생의 수 총합으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11.1%;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2.7%; 흑인 7.5%; 히스패닉 13.1%; 복합인종 7.7%; 백인 6.4%; EL 
11.1%; SWD 11.9%; ED 10.7%; 남성 9.2%; 여성 8.0%. 

1 B 학생 지원 비율 – 
상담사 

10월 FTE 등록자 수 기준으로 학생 대 상담사 비율 

1 B 학생 지원 비율 – 
복지사 

10월 FTE 등록자 수 기준으로 학생 대 복지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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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KPI 방법 (계속) 
 

1 B 학생 지원 비율 – 
학교 심리학자 

10월 FTE 등록자 수 기준으로 학생 대 학교 심리학자 비율 

1 B 교직원 지원 – 교직원 
설문조사 

다음의 교직원 지원 EES 교직원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교직원 비율(가중평균): 
(1) 우리 학교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합니다 

(2) 우리 교장/관리자는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합니다 
(3) 교장은 학교 개선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절차를 촉진합니다 
(4) 우리 교장/감독자의 지원이 교습 향상(또는 직업적 성장)의 
진척으로 이어집니다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72.5%;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81.4%; 흑인 77.8%; 히스패닉 80.8%; 복합인종 74.4%; 백인 78.1%; 
남성 78.5%; 여성 78.3%. 

1 B 직원 웰빙 – 상습적 
결근 

상습적으로 결근하는 인증 교직원 비율. 

계약일의 10% 이상을 결근한 인증 교직원의 수를 전체 인증 교직원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1 C 교사 유지율 – 초기 
경력(BIPOC) 

BIPOC로 분류되는 0-5년 경력의 인증 교직원의 유지율. 
전 학년도에 BIPOC로 분류되며 0~5년 경력으로 현재 학년도에 여전히 
교직원인 인증 교직원의 수를 전 학년도에 BIPOC로 분류되며 0~5년 
경력인 교직원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1 C 교사 유지율 – 
경력자(BIPOC) 

BIPOC로 분류되는 6년+ 경력의 인증 교직원의 유지율. 

전 학년도에 BIPOC로 분류되며 6년+ 경력으로 현재 학년도에 여전히 
교직원인 인증 교직원의 수를 전 학년도에 BIPOC로 분류되며 6년+ 
경력인 교직원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1 C 다양성 지표 다양성 지표는 교육구 내에서 임의로 선택했을 때 두 사람이 다른 인종 
또는 민족 그룹에 속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교육구의 전체 인구가 
하나의 인종 또는 민족 그룹에 속할 경우, 이 교육구의 다양성은 
0입니다. 다양성 지표 범위는 0(다양성 없음)부터 100(완전한 
다양성)이며, 한 교육구의 지표는 인구가 인종 및 민족 그룹 전반에 
걸쳐 골고루 나뉘어질수록 100에 가깝습니다. 

Partnership Gwinnett는 다양성 지표를 사용해 Gwinnett 카운티 내 인족 및 
민족 다양성을 측정합니다: https://www.partnershipgwinnett.com/inclusion-
diver- sity-2/ 

2 A MTSS 선별 – 학업 수학 및 ELA에서 보편적으로 선별되는 K-10 학생 비율. 

선별창 동안 MAP, iReady 또는 DIBELS를 사용해 보편적으로 선별되는 K-
10 학생 수를 총 FAY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2 A MTSS 선별 – 웰빙 웰빙에 대해 보편적으로 선별되는 학생 비율. 

선별창 동안 웰빙에 대해 보편적으로 선별되는 학생 수를 총 FAY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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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PBIS 시행 
- PBIS 이행 학교 % 

PBIS를 이행하는 학교 비율 

2 A PBIS 차별화 - PBIS 
차별화 지정을 받은 
학교 수 

GaDOE PBIS 지정 시스템으로부터 차별화 지정을 받은 PBIS 학교 수 

2 A 마일스톤상 읽기 
학년 수준 미만 비율 
– 3학년,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내에서 읽기에 대해 학년 수준 미만인 3학년생 
비율. 

유효한 테스트를 통해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내에서 마일스톤상 읽기 
상태가 학년 수준 기대치를 충족하지 않는 3학년생 수를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내 전체 3학년생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흑인, 히스패닉, 미국 원주민, EL, SWD, 무료 
급식 

2 A 학생 향상도 – 
마일스톤상 
초급(Beginning) % 

학생들이 가장 낮은 성과 수준인 초급 수준의 점수를 받은 모든 
마일스톤 테스트 %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16.5%;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8.5%; 흑인 24.4%; 히스패닉 32.9%; 복합인종 14.3%; 백인 9.4%; EL 
37.1%; SWD 56.5%; 남성 22.5%; 여성 22.6%. 

2 A 영어 학습자(EL) 언어 
숙달 진척도 - CCRPI 

영어 숙달을 향한 영어 학습자 진척도. 

ACCESS 테스트상 EL 학생의 성장도를 근거로 하며 학생 진척도가 
클수록 더 많은 크레딧을 부여하는 “등급 부여 방식”으로 CCRPI를 위해 
GaDOE에서 산정합니다. GaDOE에 의하면, 숙달을 향한 진척이 없는 
EL 학생은 0포인트를, 진척이 있으나 1개 띠를 이동하지 못한 학생은 
0.5포인트를, 1개 띠를 이동한 학생은 1포인트를, 1개 띠 이상을 이동한 
학생은 1.5포인트를 받습니다. 가능한 전체 등급 범위는 0~100입니다. 
보고된 교육구의 전체 값은 학년별 10월 FTE K-12 GCPS 등록 자료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구 결과의 
가중평균으로, GCPS를 위해 GaDOE에서 간행합니다. 

2 A EL 종료율 GaDOE의 표준화된 전주 EL 종료 절차 기준 

영어 숙달을 달성한 영어 학습자 백분율. 학생 기록부에 보고된 영어 
숙달을 달성한 영어 학습자 수를 총 영어 학습자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2 B 유치원 준비도,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내에서 유치원 준비가 된 유치원 학생 비율. 

유효한 테스트를 통해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내에서 유치원 준비도 
진입 프로필(Kindergarten Readiness Entry Profile, KREP)을 충족하는 
유치원 학생 수를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내 총 유치원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흑인, 히스패닉, 미국 원주민, EL, SWD, 무료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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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심화 과정 완료,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내에서 고등학교 과정 동안 AP 또는 IB 과정 및 
시험, 또는 이중 등록 과정을 완료한 12학년생 비율.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내에서 (a) 1개 이상의 AP 또는 IB 코스를 
완료하고 시험을 치르거나 (b) 최소 1 이상의 고등 교육 크레딧을 받은 
12학년생 수를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내 총 12학년생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흑인, 히스패닉, 미국 원주민, EL, SWD, 무료 급식 

2 B 영재 대표성 - 
영재 프로그램 내 
대표성이 부족한 
학생 인종/민족 
그룹 수 

영재 비례 불균형 지수를 기준으로 영재 서비스 내에서 대표성이 부족한 
학생 인종/민족 그룹 수. 

영재 비례 불균형 지수 = 영재 대표성 나누기 교육구 대표성 
- G/T 대표성: 영재 서비스를 받는 인종/민족 그룹 내 FAY 학생 수 
나누기 영재 서비스를 받는 총 FAY 학생 수. 

- 교육구 대표성: 인종/민족 그룹 내 FAY 학생 수 나누기 교육구 내 
등록된 총 FAY 학생 수. 

Smith & Harper(2015년)에 의한 정의에 따라, 비례 불균형 지수가 0.8 
이하인 경우 이 학생 그룹은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0.93;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2.03; 흑인 0.67; 히스패닉 0.49; 복합인종 1.32; 백인 1.77. 

2 B 징계 비례 불균형 - 
ISS 및 OSS에 
대표성이 과도한 
모든 학생 그룹 수 

징계 비례 불균형 지수를 기준으로 ISS/OSS에 대표성이 과도한 모든 학생 
그룹 수. 

징계 비례 불균형 지수 = 징계 대표성 나누기 교육구 대표성 

- 징계 대표성: 학생 그룹 내에서 ISS 또는 OSS를 받은 학생 수 나누기 
ISS 또는 OSS 징계를 받은 총 학생 수 

- 교육구 대표성: 학생 그룹 내 학생 수 나누기 교육구 내 등록된 총 
학생 수. 

Smith & Harper(2015년)에 의한 정의에 따라, 비례 불균형 지수가 1.2 
이상인 경우 이 학생 그룹은 대표성이 과도합니다.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0.52;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0.33; 흑인 1.41; 히스패닉 1.04; 복합인종 0.98; 백인 0.58; EL 0.94; 
SWD 1.66; ED 1.25; 남성 1.30; 여성 0.69. 

2 B SAT/ACT 
참여도 

SAT 또는 ACT를 치르는 12학년생 비율. 

SAT 또는 ACT를 치른 12학년생 수를 총 12학년생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38.0%;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67.1%; 흑인 37.1%; 히스패닉 22.4%; 복합인종 46.5%; 백인 58.0%; EL 
11.7%; SWD 10.1%; 무료 급식 29.1%; 남성 37.4%; 여성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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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타이틀 I 경력직 인증 
교직원 

6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타이틀 I 학교 내 인증 받은 교직원 수. 

6년+ 경력이 있고 타이틀 I 학교 내 인증 받은 교직원 수를 타이틀 I 학교 
내 인증 받은 교직원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5개년 목표치는 6년+ 경력이 있고 타이틀 I 학교 내 인증 받은 교직원 
비율을 반영합니다. 

2 C 효과적인 티어 1 교습 
- 연간 성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학생 %,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내에서 학업적 성장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학생 비율.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내에서 MAP 또는 iReady에 대해 1년+의 성장을 
달성한 FAY 학생 수를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내 총 FAY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전통적 지원 부족 그룹: 흑인, 히스패닉, 미국 원주민, EL, SWD, 무료 급식 

2 C 학생 디바이스 
지급율 

3~12학년 중 교육구 디바이스를 지급받은 학생 비율. 

3~12학년 내에서 교육구 디바이스를 지급받은 학생 수를 3~12학년 내 
FAY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3 A 향상 진척도 – 
벤치마크 평가 

1학기 및 2학기 사이 교육구 벤치마크 평가에서 향상된 학생 비율. 

2학기에 척도 점수가 더 높거나 최적 척도 점수 수행 수준(임계값 
TBD)을 유지한 학생 수를 양 시점에서 점수를 받은 총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3 A CCRPI 진척도 - 
마일스톤/ACCESS 
성장도 

80 이상의 CCRPI 진척도 점수를 받은 학교 수. 

SGP 및 ACCESS 점수를 활용해, CCRPI의 진척도 구성 요소는 “조지아주 
전체에서 학업적으로 유사한 학생들과 비교해 학생이 통상적인, 또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구성 
요소는 ELA 및 수학에서 성장도를 측정하고 (마일스톤 기반 SGP를 통해)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숙달도를 측정합니다(ACCESS를 통해). 

3 A “Beating the Odds” 
학교 

GOSA Beating the Odds 지정을 받은 학교 수. 

Beating the Odds(BTO)는 한 학교의 CCRPI 성과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학교들의 CCRPI 성과와 비교해 주지사 학생 성취도 사무실(Governor’s 
Office of Student Achievement, GOSA)에서 실시하는 통계 분석입니다. 

3 A 향상을 위한 
교육구 지원 – 
교직원 설문조사 

다음의 학교 향상도 EES 교직원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교직원 비율(가중평균): 

(1) 교육구 전체에 학교 개선에 관한 일관된 비전이 있습니다 
(2) 우리 지역구는 학교 개선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촉진합니다 

(3) 교육구 행정 직원이 학생의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합니다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78.8%;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86.6%; 흑인 85.0%; 히스패닉 85.6%; 복합인종 76.1%; 백인 80.9%; 남성 
77.9%; 여성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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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 인사 전문성 – SHRM/ 
HRCI 인증 

업계 인증을 갖춘 HR 교직원 비율. 

현행 SHRM- CP/HRCI 인증이 있는 인사 직원 수를 총 인사 직원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목표치는 HR 교직원에 대한 코디네이터 레벨 이상의 인증 목표를 
반영합니다. 

3 B 교사 리더십 직책 교육구 내에서 이용 가능한 공식적인 교사 리더십 경력 사다리 기회 수. 

공식적인 교사 리더십 경력 사다리 기회는 부서장(Department Chair)과 
같은 직책을 포함합니다. 

3 B 파이프라인 개발 – 
"Grow Your Own" 

GCPS를 졸업한 신규직 비율. 

GCPS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규직(분류 및 인증 완료) 수를 총 신규직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3 B 교사 유지율 – 초기 
경력 

0~5년 경력의 인증 교직원의 유지율. 

전 학년도에 0~5년 경력으로 현재 학년도에 여전히 교직원인 인증 
교직원의 수를 전 학년도에 0~5년 경력인 교직원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3 B 교사 유지율 – 
경력자 

6년+ 경력의 인증 교직원의 유지율. 

전 학년도에 6년+ 경력으로 현재 학년도에 여전히 교직원인 인증 
교직원의 수를 전 학년도에 6년+ 경력인 교직원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3 C 재무 효율성 재무 효율성 별 등급(FESR). FESR은 주지사 학생 성취도 사무실에서 연례 
보고하며 CCRPI 점수를 토대로 전반적인 학업 성과와 함께 학생당 
교육구 지출에 대한 비교를 제공합니다. 점수 범위는 0.5~5입니다. 

3 C 버스 안전성 – 사고 
주기 마일 

사고 간 평균 마일 수 

3 C 효율적인 시설 
유지보수 – 작업 
명령서 완료 소요 일 
수 

유지보수 작업 명령서를 완료하기까지 평균 작업일 수.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긴급”, “우선” 또는 “루틴”으로 분류된 작업 명령서를 
완료하기까지 평균 소요 일 수 기준. 

3 C 영양 서비스 활용도 – 
점심 급식 참여도 

일일 평균 점심 급식 참여도. 

1일 평균 점심 급식 수를 1일 평균 출석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3 C 프로그램 평가 갖추어진 공식 프로그램 평가 계획에 대한 신규 이니셔티브(Executive 
Cabinet에서 정의하는 대로) 비율. 

4 A 카운티 주민 등록율 Gwinnett 카운티 내 거주 중으로 GCPS에 다니는 K-12 학생 비율. 분모에는 
GCPS 학생에 더해 GCPS 경계 내 홈스쿨 및 사립학교 학생이 
포함됩니다(Buford 시는 제외). 분모 수는 매해 GaDOE에 보고됩니다. 

4 A 직원 유지율 전체 교직원 유지율. 

현재 학년도에 교직원으로 남아 있는 전 학년도 교직원 비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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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KPI 방법 (계속) 
 

4 A 가족 만족도 – 가족 
설문조사 

다음의 가족 만족도 EES 가족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가족 비율(가중평균): 

(1) 이 학교의 교장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나는 이 학교의 성인들이 내 학생에게 마음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3) 이 학교의 학부모/가족 및 교직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합니다 
(4) 이 학교는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학생을 잘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82.0%;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85.5%; 흑인 83.3%; 히스패닉 89.2%; 복합인종 79.7%; 백인 84.9%; 
가정에서 빈번하게 영어 구사 83.2%; 가정에 빈번하지 않게 영어 구사 
88.8%. 

4 A 학생 만족도 – 학생 
설문조사 

다음의 학생 만족도 EES 학생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학생 비율(가중평균): 

(1) 이 학교의 성인들은 내가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학교에서 하는 학업이 유용하며 흥미롭습니다 
(3) 이 학교는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나를 잘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4) 나는 우리 학교가 자랑스럽습니다(MS/HS) / 이 학교는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잘 대비시키고 있습니다(ES)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52.5%;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52.4%; 흑인 46.5%; 히스패닉 52.5%; 복합인종 47.2%; 백인 49.3%; 
EL 60.7%; SWD 54.2%; 무료 급식 50.9%; 영재 47.7%; 남성 51.9%; 여성 
47.9%. 

4 A 학생 성취도 학생들이 숙달(Proficient) 또는 차별화(Distinguished) 점수를 받은 마일스톤 
테스트 비율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55.2%;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73.4%; 흑인 42.3%; 히스패닉 34.2%; 복합인종 59.0%; 백인 69.2%; EL 
29.6%; SWD 15.4%; 무료 급식 34.5%; 남성 48.2%; 여성 48.2%. 

4 A 4년 내 졸업율 4년 내 졸업하는 9학년생 비율. 4개년 ACGR(Adjusted Cohort Graduation 
Rate) 기준.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92.3%;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92.0%; 흑인 84.0%; 히스패닉 70.5%; 복합인종 84.7%; 백인 90.8%; EL 
56.0%; SWD 64.7%; ED 77.8%. 

4 B 대학 준비도 SAT 또는 ACT에서 대학 준비도 수준의 성과를 보이는 12학년생 비율. 

SAT 또는 ACT를 치르고 각 테스트에서 칼리지 보드(College Board)에서 
정의한 대학 준비도 벤치마크를 모두 충족한 12학년생 수를 총 
12학년생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20.7%;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51.3%; 흑인 14.8%; 히스패닉 10.7%; 복합인종 29.2%; 백인 41.5%; 
EL 1.3%; SWD 1.3%; 무료 급식 13.4%; 남성 23.2%; 여성 25.9%. 

4 B CTE 
패스웨이 
수료 

CTE 패스웨이를 완료한 모든 12학년생 비율.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33.3%;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30.4%; 흑인 29.2%; 히스패닉 25.6%; 복합인종 27.6%; 백인 26.7%; 
EL 16.2%; SWD 2.1%; 무료 급식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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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 HOPE 장학금 대상 
학생 

HOPE 장학금 자격이 되는 12학년생 비율. 

4 B 9학년 정상 궤도 9학년 말 4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정상 궤도에 있는 9학년생 비율. 정상 
궤도에는 언어, 수학, 과학에서 각각 최소 1크레딧씩, 최소 5크레딧을 
받은 학생이 포함됩니다.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70.8%;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87.6%; 흑인 72.6%; 히스패닉 64.2%; 복합인종 80.6%; 백인 83.6%; 
EL 52.3%; SWD 65.8%; 무료 급식 67.8%. 

4 B 대학 준비도를 위한 
PSAT 8/9 정상 궤도 

PSAT 8/9를 치르고 두 가지 대학 준비도 벤치마크를 모두 충족한 학생 
비율. 

PSAT 8/9를 치르고 칼리지 보드에서 정의한 두 가지 대학 준비도 
벤치마크를 모두 충족한 학생 수를 PSAT 8/9를 치른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32.5%;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65.4%; 흑인 28.2%; 히스패닉 25.5%; 복합인종 47.3%; 백인 56.0%; 
남성 34.7%; 여성 38.6%. 

4 B 마일스톤상 읽기 
학년 수준 이상 – 
5학년 

마일스톤상 읽기 상태 학년 수준 기대치를 충족하는 5학년생 비율.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77.8%;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87.7%; 흑인 75.4%; 히스패닉 61.3%; 복합인종 80.8%; 백인 88.9%; 
EL 61.7%; SWD 38.5%; 무료 급식 64.6%; 남성 71.7%; 여성 77.3%. 

4 B 컴퓨터 과학 또는 
STEM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등학교 

컴퓨터 과학 또는 STEM 특별 과정을 제공하는 초등학교 비율 

4 C 통역사 및 번역 – 
가족 설문조사 

다음의 언어 EES 가족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가족 
비율: 학교로부터 받는 통신물/자료가 내가 이해하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92.2%;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90.7%; 흑인 97.0%; 히스패닉 90.0%; 복합인종 97.0%; 백인 97.8%; 
가정에서 빈번하게 영어 구사 96.8%; 가정에 빈번하지 않게 영어 구사 
86.1%. 

4 C 가족 
설문조사 
참여도 

연례 EES 가족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가족 비율. 

연례 EES 가족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족 수를 EES 가족 설문조사 참여 
초대를 받은 가족 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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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호응적 소통 – 가족 
설문조사 

다음의 소통 EES 가족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가족 
비율(가중평균): 

(1) 내가 내 학생의 교사에게 우려 사항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2) 학부모/가족들이 이 학교의 향상을 위한 계획에 의견을 제공합니다 
(3) 나에게 학교에서 내 학생의 진척도를 논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4) 내 학생의 학습에 대해 담당 교사와 협력하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분리 데이터: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75.4%; 아시아계/태평양 섬 
주민 80.7%; 흑인 78.9%; 히스패닉 84.6%; 복합인종 72.6%; 백인 73.5%; 
가정에서 빈번하게 영어 구사 76.1%; 가정에 빈번하지 않게 영어 구사 
83.9%. 

4 C 학부모 포털 계정 GCPS 활성 학부모 포털 계정이 있는 GCPS 학생의 학부모 및 보호자 
비율(기존 계정 및 신규 계정 가입 모두 포함). 

4 C 학부모 포털 계정 
로그인 

학년도 동안 최소 1회 자기 계정을 통해 학부모 포털에 로그인한 GCPS 
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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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ACCESS for ELL 학생의 학업적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영어 숙달도 테스트. 

ACT ACT는 대학 진학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테스트이다. 영어, 수학, 읽기 및 
과학적 추론의 4가지 능력 분야를 아우르며, 선택 사항인 다이렉트 쓰기 
테스트를 제공한다.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AP) 

칼리지 보드에서 만든 미국 내 프로그램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수준 커리큘럼과 시험을 제공한다. 미국 칼리지와 
대학교의 경우 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학생에게 플레이스먼트 및 과정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다. AP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대학 수준의 과제를 파고들 기회를 제공한다. 

Beating the Odds(BTO) 한 학교의 대학 및 직업 준비 성과 지수(College and Career Ready Performance 
Index, CCRPI)에 대한 한 학교의 실제 성과를 주 전체에 걸쳐 유사한 특성을 
지닌 학교들의 성과와 비교하는 통계 분석. 유사한 학교들보다 성과가 더 
높은 학교를 “Beating the Odds(불리함을 극복한)” 학교라고 한다. “Beat the 
Odds” 학교는 여전히 CCRPI 점수가 낮고/낮거나 성과에 있어 격차가 있을 
수 있다. 

BIPOC(Black, Indigenous, 
People of Color) 

BIPOC에는 흑인, 미국 원주민, 히스패닉 또는 아시아계로 분류되는 
개인들이 포함된다. 

커리어 및 기술 교육(CTE)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고등 교육을 비롯해, 기술 능력을 학문적 지식과 
결합하는 것의 적절성을 학습하는 등 21세기 경제의 요구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 CTE 과정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준에서 제공된다. 

대학 및 직업 준비 성과 
지수(CCRPI) 

학교, 교육구 및 주 자체가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얼마나 잘 
돕고 있는지 연례로 측정하는 조지아주 자체 도구. 교육자, 가족 및 지역 
사회 구성원이 모든 학생들에 대해 대학과 직업 준비도를 촉진 및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 로드맵을 제공한다. 

문화적 숙달 단체와 개인은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여 존중하고, 문화적 인식에 대해 
계속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문화적 차이의 역동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문화 
지식과 자원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 모델을 채택해 
모든 인구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을 때 문화적 역량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징계 비례 불균형 특정 그룹에서 교내 정학(in-school suspension, ISS) 및 교외 정학(out-of-
school suspension, OSS)을 받은 학생 수가 총 등록자 수에 대한 백분율에 
근거해 기대보다 더 적거나 더 많은 것. 

다양성 지표 교육구 내 인종/민족 다양성 수준에 대한 측정치. 

경제적으로 불우 주지사 학생 성취도 사무실(GOSA)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불우”하다는 
용어는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프로그램 대상인 학생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교육 유효성 설문조사(EES) CEE(Center for Educational Effectiveness)가 모든 규모의 건물 및 교육구와 
제휴를 맺고 교직원, 학생 및 가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당 설문조사는 
Gwinnett 카운티 학군에서 2021~2022 학년도에 최초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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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습자(EL) 아직 영어에 유창하지 않고 숙달도를 달성할 때까지 언어 서비스를 받는 
학생. 영어 학습자 다수가 영어 외 언어를 구사하는 가정 및 비경 출신이다. 

재무 효율성 별 
등급(FESR) 

별 등급의 목표는 전반적인 학업 성과에 대한 교육구의 학생당 지출의 
비교를 제공하는 것이다. 

무료 및 할인가 점심 
프로그램(FRL) / 무료 점심 
프로그램(Free) 

본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점심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다음과 같다. 
* GA SNAP, 인디언 보호구역 내 식품 배급 프로그램(FDPIR) 또는 GA 

TANF로부터 혜택을 받는 가구 내 모든 아동 
* 가정 위탁 기관 또는 법원의 법적 책임 하에 있는 위탁 아동 
* 자교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 
* 홈리스, 런어웨이(가출) 또는 이민자 정의를 충족하는 아동 
* 연방 소득 자격 가이드라인의 한도 내 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FAY(Full Academic Year) 학년도 시작일부터 주 테스트창 종료 시까지 일 수의 65% 동안 등록되어 
있는 학생은 FAY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조지아주 
교육부(GaDOE) 

GaDOE는 교육 관련 법규가 준수되는지 또 교육에 전용된 주와 연방 자금이 
지방 학교 시스템에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확인하며 주 전체의 공교육을 
감독한다. 

조지아주 마일스톤 평가 
시스템(마일스톤) 

조지아주 마일스톤 평가 시스템은 종합 부가 평가 프로그램이며 초등, 중등, 
고등학교라는 전체 3개 레벨의 주 전체 교육 시스템을 포괄하는 부가 
평가의 단일 시스템을 대표한다. 당 시스템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K-12 교육 
시스템을 떠나 경력을 시작하는 등, 그것이 다음 학년이든 과정이든 혹은 
어떠한 시도이든, 다음 수준에 대한 학생의 대비도에 대해 일관적인 신호를 
보내도록 고안되었다. 

조지아주 HOPE 
장학금(HOPE) 

조지아주 HOPE 장학금은 조지아주 고등학교 졸업생 중 평균 평점이 최소 
3.0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당 장학금은 HOPE 장학금 수혜 칼리지나 
대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수업료 일부를 보조하는 학자금을 제공한다. 

영재(G/T) 영재 프로그램은 교육구의 학문적 지식 및 능력 커리큘럼을 확대하여 
학문적인 도전을 제공한다. 조지아주 제네럴 어셈블리(General Assembly)와 
조지아주 교육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을 근거로 학생을 식별해 영재 
교육에 배정한다. 당 기준에는 최초 의뢰, 평가 및 지역 학교팀에 의한 
자격성 검토가 포함된다. 

주지사 학생 성취도 
사무실(GOSA) 

GOSA는 전락적인 데이터 사용과 교육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의 성공을 증진하기 위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지원하는 주 교육 
기관이다. 

전통적으로 지원 부족 전통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학생들에는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미국 원주민, 장애가 있는 학생, 영어 학습자 및 무료 급식 대상 
학생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포함된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디플로마 프로그램 

학생의 탐구 정신을 구축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키우고 각자 
커리어에서 뛰어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다. 

ISS/OSS ISS는 교내 정학을 일컫는다. OSS는 교외 정학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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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용어 및 정의 (계속) 
 

과도한 대표성 한 범주 내 어떤 그룹의 대표성이 해당 그룹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를 
초과하거나 해당 범주 내 다른 그룹의 대표성과 상당히 다른 상태. 

숙달 또는 차별화 
비율(%P/D) 

마일스톤 성과 범주는 순서대로: 초급 학습자(% Beginning Learner); 중급 
학습자(% Developing Learner); 숙달 학습자(% Proficient Learner) 및 차별화 
학습자(% Distinguished Learner)이다.  따라서 % P/D는 가장 높은 2개의 성과 
범주를 합산한 백분율을 나타낸다. 

PSAT 8/9 PSAT는 칼리지 보드의 대학 대비도 평가 모음집의 일부이다. SAT를 치르는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가장 자주 실시된다. PSAT 8/9는 8학년 및 9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읽기/쓰기 및 수학을 아우르는 시험이다. 

SAT SAT는 칼리지 보드 소유의 대학 입학 시험이다.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자주 실시되며, 대학 준비도에 대한 벤치마크 점수가 제공된다. 
읽기/쓰기 및 수학을 아우르는 시험이다. 

SHRM-CP/HRCI SHRM-CP(Society f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Certified Professional) 및 
HRCI(Human Resources Certification Institute)는 인사 인증의 선도적인 
기관이다. 

학생 성장도 백분위(SGP) 주 전체에서 학업적으로 유사한 학생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한 학생이 
보여준 성장의 정도를 설명한다. 성장도 백분위 범위는 1~99이며, 백분위가 
낮을수록 학업적 성장이 적고 백분위가 높을수록 학업적 성장이 크다. 
SGP의 경우, 모든 학생이 –이전 성취도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수준의 
성장을 입증할 기회를 가진다. 

장애가 있는 학생(SWD)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을 통해 특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 몇몇 
신체, 정신 또는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 

부족한 대표성 한 범주 내 특정 그룹의 학생들의 존재가 불충분할 때; 인구 내 해당 그룹의 
비율로 예상되는 것보다 그 수가 적은 것. 

보편적 선별 시험(Universal 
Screener) 

개입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전체 학생 대상의 평가 실시. 보편적 
선별 시험은 수학, ELA 또는 행동 개입(학생 웰빙)에 대한 선별이 가능하다. 



 

 



 

 
 
 
 
 
 
 
 
 
 
 
 
 
 
 
 
 
 
 
 
 
 
 
 
 
 
 
 
 
 
 
 
 
 
 
 
 
 

  
 
 

437 Old Peachtree Road, NW Suwanee, GA 30024-
2978 678-301-6000 • www.gcpsk12.org 

일체 고용 관행, 교육 프로그램 또는 여타 프로그램, 활동 또는 서비스에서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국적, 나이 또는 장애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 Gwinnett 카운티 학군의 정책입니다. 

http://www.gcpsk12.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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