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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169 커뮤니티 여러분께
지난 달 PS 169 의 학습 리더십 팀은 “State of the School"의 날로 2020 년을 시작했습니다. 이 날 PS 169 의 모든
교실을 본교의 우선 과제인 “깊은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 개발”의 시선으로 방문하여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또한 학생 포커스 그룹을 실시하여 PS 169 에서의 학업, 사회, 정서적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교실을 개방해준 교직원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계속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본교 모든 학급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효과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칭찬할만한 관행:



학생들은 각 레슨의 일부에 말하기 및 듣기에 참여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 중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학습 과제를 설계하여 적절한 속도의 학업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기본 이해를 쌓은 후 추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어학습학생 및 특수교육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구두 언어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학교 전반의 토론 다음 단계로 모든 학생의 학년 및 과목 전반에 일관된 프로토콜과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학급에서 무언 시그널을 사용합니다. 학생들은 파트너 또는 학급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지 않을 때 손동작을 사용해
소통합니다. 시그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참여를 증진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 표준(Next Generation Standards”에 맞도록 듣기 및 말하기 연속 과정을 개정했습니다. 연속 과정은 교사 및
학생에게 발달적으로 적합한 학년 별 듣기 및 말하기 표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참고용 무언 시그널 및 듣기
및 말하기 연속 과정을 첨부했습니다.
학교 전체의 배움에 대한 노력, 열정, 헌신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 활기찬 학습 환경의 일부가 되어 매우
기쁘며 지속적인 PS 169 학교 커뮤니티의 전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모든 PS 169 교직원의 전문적 성장을 위한
헌신에 감사 드립니다. 학습 리더십 팀에 대해 궁금한 점은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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