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K 교육수준 스냅샷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족 안내서
Pre-K 교육수준 스냅샷이란 무엇입니까? Pre-K 교육수준 스냅샷은 뉴욕시 전역의 모두를 위한 유아원
프로그램들의 각기 다른 교육수준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여러분이 귀
자녀와 귀 가정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스냅샷은 교육수준에 관해 알아보실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중 한가지 입니다. 저희는 또한 유아원
프로그램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유아원 리더들과 교사들에게 질문을 하며 유아원을 경험한 다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어떻게 Pre-K 교육수준 스냅샷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Pre-K 교육수준 스냅샷은 유아원에 지원하실
때 프로그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출처 중 한 가지입니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며 스냅샷은 몇 가지 중요한 평가와 설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는 손 쉬운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관심 있는 pre-K 프로그램을 직접 방문해 보시고, 유아원장과 교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 각
pre-K 프로그램에 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원 직원들은 해당 유아원의 장점에 대해 여러분께
가장 잘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프로그램 리더들이 스냅샷에 관한 질문에 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리더들이나 교사들에게 질문 해보면 좋을 질문 목록을 다음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십시오:http://schools.nyc.gov/Academics/EarlyChildhood/parentfamilies.
제가 어떻게 Pre-K 교육수준 스냅샷에 접속할 수 있습니까? Pre-K 교육수준 스냅샷에 접속하시려면:
 다음의 유아원 찾기(Pre-K Finder)를 검색하십시오: maps.nyc.gov/preK
 더욱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유아원 프로그램을 클릭하십시오
 “Pre-K Snapshot”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영어 외의 언어로 검색하시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schools.nyc.gov/Academics/EarlyChildhood/parentfamilies.
수준 높은 유아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구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pre-K 를 경험한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진학해서도 학교생활을 잘 하며, 장차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준 높은 유아원에서는 아동들이 놀이와 탐구를 통해 학습하며, 교사 및 다른 또래
아동들과 관계를 형성합니다. 유아원 교사들은 아동들이 장난감과 물건들을 사용하고, 소규모로 학습하며,
학년도가 진행될수록 점차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학급 환경을 조성합니다. 유아원은 아동들이 함께
놀이하고 공유하며 번갈아 차례를 지키고,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동들은 실내 및 실외에서 다양한 장난감과 교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를 만들고, 역할을
맡아보고, 놀이에 몰두합니다. 아동들은 질문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탐구합니다. 유아원 프로그램은
학교와 가정 및 인생의 성공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교육청 산하 학군 학교, Pre-K 센터, 뉴욕시 조기교육 센터(NYCEECs) 및 차터스쿨들을 포함한
모든 유아원 프로그램은 동일한 Pre-K for All 프로그램 교육수준 표준이 적용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스냅샷의 교육수준을 측정하였을까요? 스냅샷은 프로그램 평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사들이 참여한 뉴욕시 학교 설문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는 유아원 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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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한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뉴욕시 교육청 평가 스페셜리스트들은 교육수준을 측정하고 프로그램들에
평가 점수를 제공하도록 교육 받습니다. 평가 스페셜리스트들은 다음과 같은 평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교실 평가 점수 산정 시스템(Classroom Assessment Scoring System: CLASS)은 유아원 교실에서
교사와 아동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들에 대해 살펴보는 전국적인 방법입니다.
 조기 아동기 환경 등급 평가(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ECERS-R)는 유아원
학습 환경을 살펴보는 전국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교실과 놀이시설 배치, 아동들이 감독하는
방법, 유아원에서 사용하는 자재 및 놀이를 해야하는 시간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교육수준 평가는 뉴욕시 교육청에서 학군 학교들이 학생 학습과 교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잘 조직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개발한 절차입니다. 교육수준 평가는 유아원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전체 학교를 살펴봅니다.
CLASS, ECERS-R 및 교육수준 평가는 각 프로그램을 매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평가가 이루어진
날짜를 포함한 스냅샷에서 지난 3 학년도로부터 가장 최근의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냅샷의 등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스냅샷의 등급은 프로그램의 장점 및
개선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CLASS 및 ECERS-R 평가로 측정된 부분들의
결과가 네 개의 막대 등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네 개의 막대는
해당 부분에서 “훌륭함”, 세 개의 막대는 “좋음”, 두 개의 막대는 “괜찮음”
및 하나의 막대는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유아원 교육수준 스냅샷에서 막대
등급은 상기 논의된 프로그램 평가들의 결과에 기반합니다.
뉴욕시 학교 설문으로 측정된 부분들은, 스냅샷에서 해당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가정들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유아원 교육수준 스냅샷은 동일한 학교 학군 내의 기타 프로그램들의 평균 점수 옆에 해당 프로그램의 각
등급이 표시됩니다. 이 등급은 귀 자녀와 가정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프로그램 선택을 돕기 위해
근처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각 프로그램에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왜 몇몇 프로그램들은 스냅샷이 없거나 스냅샷에 “제공될 수 없음(N/A)”이라고 적혀 있나요? 프로그램이
스냅샷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떤 제공 가능한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스냅샷 부분에 “제공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프로그램 평가
데이터가 특정 부분에 대해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은 해당 프로그램이 Pre-K for All 에
새롭게 포함될 때 생깁니다.
스냅샷이 없거나 스냅샷에 “제공될 수 없음(N/A)”이 해당 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아직까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유용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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