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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평가(Authentic Assessment): 자녀의 성장 및 발달 측정 

 

COVID-19 팬데믹은 어린이 교육과 양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학년도가 진행됨에 

따라 저희는 귀 자녀의 사회정서적,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것입니다. 자녀의 발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교사와 협력하여 참평가(Authentic Assessment)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참평가는 무엇입니까? 

참평가는 다음을 이해하기 위해 교육팀이 매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는가 

● 어떻게 아이들이 발달하는가 

● 아이들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참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정에서 부모님들 역시 은연 중에 많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일어날 때 건강상태가 

좋은지 살펴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관찰합니다.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찰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고 부모님이 어떻게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팀은 같은 방법으로 참평가를 사용합니다. 교육팀은 아동의 탐구를 

지원하고 관찰하고 질문하고 사진을 찍어 하루 동안의 학습을 기록합니다.   

참평가 정보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참평가는 아동의 생각, 성장 및 학습을 이해하는데 사용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부모님과 

교사, 그리고 수업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부모님은 다음과 같이 참평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어떻게 할 때 가장 잘 학습하는지 이해합니다. 

● 자녀의 학습을 가장 잘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합니다. 

● 자녀의 교육팀에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교육팀은 다음과 같이 참평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능력을 이해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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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일일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제안합니다. 

● 가족 및 양육자와 연중 정기적으로 소통합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참평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이 필요로 하는 학습 분야를 위한 교재를 주문합니다. 

● 모든 아동의 학습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리소스를 알아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이를 평가하나요?  

참평가 도구는 조기 학습의 5 가지 분야를 평가합니다: 

학습 접근법 - 아동이 학습 경험에 참가하는 방법. 

아동의 학습 접근은 모든 분야의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성 및 정서 발달 - 아동이 관계를 개발하고 감정을 

인지하고 관리. 발달과 학습에 평생 도움이 되는 능력입니다. 

언어, 읽기 쓰기 및 소통  - 아동이 듣고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읽기 쓰기 능력과 의사 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 

인지 - 수학, 예술, 과학, 사회를 포함해 자신의 주변을 조직, 정돈하기 위하여 아동이 사용하는 

능력 및 개념. 

신체 발달 및 건강 - 신체 움직임을 개발하고 환경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한 능력 및 기술. 

 

교육팀과 양육자가 각 아동의 성장을 위한 개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 모든 분야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야들은 자녀의 나이 및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팀은 참평가에 부모님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나요?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자녀를 잘 아는 분입니다! 자녀의 교육팀과 자주 대화를 나누십시오. 함께 

협력하면 최대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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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관심과 능력에 대한 정보를 교육팀과 나누십시오. 

● 원한다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짧은 글, 자녀가 놀고있는 사진, 자녀가 만든 

작품의 사진 등을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 자녀의 발달에 대해 교사와 이야기하십시오.  

● 자녀의 교사에게 참평가에 대해 물어보고 교사의 의견을 참고하십시오.  

● 다음과 같은 고찰 질문을 고려하십시오: 

• 일일 활동에서 자녀의 학습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나요? 

•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자녀의 교육팀과 정보를 공유하나요? 

 

학년도 동안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해 부모님과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기 아동교육 담당실 제공 

이메일: earlychildhood@schools.nyc.gov 

 

https://www.schools.nyc.gov/learning/student-journey/grade-by-grade/early-childhood-learning#site-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