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보호자를 위한

대학 진학 및 취업 준비
기준과 평가 안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 나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해야합니까?

대학진학과 취업 준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운동선수가 경기 도중 순간적인 판단을

이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비판적 사고법,

내려야할때, 음악가가 악보 읽어야할때,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추리능력을 중심으로 이뤄진

건축가가 건물 세우기 전 계획안을 세워야할

새로운 학문의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매 학년에

때를 상상하십시오. 오늘 날의 많은 학생들은

따라 배우고 익히는 영어와 수학과 같은 과목을

대학 진학과 취업에 관한 지식을 얻습니다. 즉,

‘공통 핵심 성취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교실, 직장 현장, 연수

기준은 교실에서 배우는 지식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첫 발걸음 부터 무엇이든

시험을 요구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학업의

다룰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사와 부모에게도

미국의 40개 이상의 주에서는, 오늘 날

학생의 성취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제공됨으로써,

성공하기 위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대학과 취업을 위한 기초가 튼튼한 학생들은

학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평가방법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던 이전의 영어와 수학 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 때,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공통 핵심 성취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이미 습득했을

보려면 웹사이트 방문하십시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여러
교육자들이 대학진학 및 취업 준비를 위해 다양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www.corestandards.org

평가

자원

여러 주의 교육자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통 핵심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자료를

성취기준’에 맞는 양질의 시험을 개발하는 모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스마터밸런스 평가 컨소시엄’이라고 합니다. 이

자녀의 학교 방문하시고 자녀의 선생님 및

교육자와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험을 통해 교사와

학교 교장선생님과 말씀 나눠 보십시오.

부모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도전적인 기술을 어떻게
습득하는지를 이해해야합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학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 ‘기준을 달하다’ achievethecore.org
• ‘전국 사친회’ pta.org
• ‘배움의 영웅 되자’(스마터밸런스를

‘스마터밸런스 평가 컨소시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웹사이트 방문하십시오:
www.smarterbalanced.org

위하여) bealearninghero.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