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은 일관된 목표와 성공을 향한 여정표
를 제시해 줍니다
CCSS는 대학과 취업 준비에 학생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목표를 세워줍니다.

•	 표준은 각 학년에서 학생의 학습에 대한 

목표이자 기대치입니다.		

•	 학년이나 과목의 표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그 다음 학년이나 대수나 대수 II 와 같이 그 

다음에 배울 과목에 학생을 준비시켜 줍니다.	

•	 참여하는 모든 주에서 K- 12학년까지 각 

학년의 표준은 똑같습니다.	

표준은, 특히 페더럴웨이 공립학교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알아야 할 주의 표준은 이십년 동안 있
어 왔습니다.

•	 우리 교육구의 교사들은 2013-2014

년도에 이미 영어와 수학 표준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새로운 표준은  주 내의 같은 학년에 있는 

모든 학생들뿐 아니라 참여하는 다른 주의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가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군인 자녀를 비롯해 자주 

이사를 다니는 학생들이 동년배의 학생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새 표준은 더 높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 표준은 어렵지만 성취 가능합니다.  우리 학생
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도
록 도와줄 것입니다.

•	 언어 영역의 표준은 학생들이 논픽션을 

분석하는데 더 시간을 할애할 것을 

요구하지만 단편소설, 소설, 희곡에 대한 

이해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명확하고 확고한 논점을 갖도록 기대합니다.

•	 수학에서, 학생들은 숫자가 양을 표시하는데 

대한 이해 (수의 이해)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게 됩니다. 실생활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 주는 수학과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및 듣기) 과목에 새로운 표준을 채택했

습니다.  이 표준은 46개 다른 주에서도 채택되었으며 종종 커먼코어 표준 (공동 핵심 

학습 기준) 혹은 CCSS라고 부릅니다. 또한 워싱턴 주는 과학이나 사회 같은 다른 과

목에 우리 주만의 표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지는 여전히 교사가 
결정합니다 
표준은 교육과정이 아니며 교사가 어떻게 
가르칠지 심지어는 무엇을 가르칠지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	 전국의 교사들이  주의 교육 전문가를 도와 

새 표준을 작성했습니다.

•	 학습 교안을 만들고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을 

어떻게 가르칠지 교사들이 정합니다.

•	 페더럴웨이 교사들은 새로운 표준을 위해 

추천되는 새 교육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수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교육구는 새로운 표준에 맞게 고안된 

과도기적 자료를 구입하여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사들은 이 교육 

자료를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다른 자료와 

함께 보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의 인생에 준비가 
될 것입니다

•	 학생들은 임의의 지식이 아닌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및 창의적 사고력을 

배웁니다.

•	 모든 학생은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공적인 대학 진학과 취업에 

준비가 되어, 취직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	 졸업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표준에 관해 더 많이 읽어보십시오.  
www.core standards.org 
자료를 여기에서 찾으십시오.  
www.fwps.org/teaching/ 
common-core
그리고  
http://yourchildsprogress.com

여러분의 자녀와  

새로운 주 학습 표준교육구 앱을 
다운로드하셔
서 새로운 주
의 표준과 시
험에 대한 최
신 정보를 얻
으십시오.  애
플 앱스토어
나 구글 플레
이에서 “페더
럴웨이 공립학
교” 앱을 찾
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