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배우고 더 얻을수있는
학부모를 위한 공통핵심 참고자료
(Common Core Resources for Parents)
Where to Learn More and Get More
미 전국 참고자료

학생의 성공을 위한 미 전국 학부모협회 가이드 (National PTA Parent’s Guides for
Student Success)
http://pta.org/parents/content.cfm?ItemNumber=2583
이 사이트에 영어와 수학의 교과과정 변화에 관한 간단한 안내서등 일련의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8 학년까지는 학년 별로, 그리고 고등학교는 과목별로 실려
있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안내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학생들이 각 학년의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영어와 수학 학습에서 배워야 할 것

•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돕기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

학부모가 자녀의 교사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

대학과 취업 준비를 위한 조언

대도시 학교 협의회 학부모 지침(Council of Great City Schools Parent Roadmap)
http://www.cgcs.org/Domain/36
이 사이트에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유치원에서 8 학년까지 각 학년의 영어와 수학
수업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자녀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통해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안내해 줍니다. 또한 선정된 몇몇 학업
기준이 해마다 조정되는 스케줄을 제시하여 자녀들이 고둥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과
취업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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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학교 협의회는 또한 학부모가 사용하기 쉬운 핵심기준을 설명해주는 3 분짜리
비디오를 제작해 놓았습니다. 주소는 http://www.commoncoreworks.org
아동 옹호 웹사이트(Stand for Children Web site)
http://stand.org/national/blog/2012/09/10/common-core-standards-building-strongfoundation-our-childrens-success
아동 옹호 웹사이트에는각 주에서 공통핵심기준을 채택한 이유와 변화는 무엇이며
학생들에게 무엇이 바뀔 것인가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합니다.
뉴욕주 참고자료

인게이지 뉴욕 학부모,가정 참고 자료(Engage New York Parent and Family
Resources )
http://engageny.org/parent-and-family-resources
이 웹사이트는 여기 소개된 자료뿐 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소개해 줍니다. 뉴욕주가
공통학업기준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며,

부모가 교실에서 무엇을 찾아 보아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방법과 활동을 소개합니다.
인게이지 뉴욕 공통핵심평가 ( Engage New York Common Core Assessments)
http://engageny.org/common-coreassessmentsandhttp://engageny.org/resource/test-guides-for-english-language-artsand-mathematics
시험안내와 실제예문 등을 포함한 공통핵심평가를 더 잘 알고 싶어 하는 학부모를 위한
자료와 정보가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 학부모를 위한 공통핵심 도서실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Common Core Library for Families)
http://schools.nyc.gov/Academics/CommonCoreLibrary/ForFamilies/default.htm
이 사이트에는 공통핵심 개요와 짧은 비디오와 그 본문이 소개됩니다. 이 비디오에서
아랍어, 벵갈어, 중국어, 불어, 아이티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우두(파키스탄어)
등 여러 나라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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