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제공 

학부모 참여를 위한 비결 

 
Be There 는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 참여를 고취하는 전국적인 운동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녀와 가까워 질 때 부모님의 작은 노력이 가정, 놀이, 

그리고 학교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방법 
생각해보면 과학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요리는 하나의 커다란 실험입니다 -재료와 열로 인한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거쳐 저녁 식사로 됩니다.  뒷 뜰 연못의 올챙이가 “기적적으로”개구리로 변화하는  것…은 생물학입니다. 차 유리창에 

서리가 얼었나요? 이슬점과 온도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집에서의 과학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시면 자녀의 과학 교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적이 있는 자연 산책… 저 소리가 자연의 소리인지 인공의 소리인지 들어보세요… 동물의 일생의  

징후를 찾아보세요. 나뭇잎을 모아 비교해보세요. 

신나는 기다림… 놀이공원에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탈 것의 잠재 에너지와  운동에너지에 대해 토론해보세요. 

뒤집히는 롤러 코스터의 어디에 가장 큰 양의 잠재 에너지가 있을까요?  

기상 관찰… 일주일 동안의 날씨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이번 주의 총 강수량은 얼마였나요?  매일의 일교차는 어떤가요?  

어떤 날이 가장 더웠나요?   온라인에 가셔서 상호 작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이미지를 포함하는 기상도를 보십시오.. 

아틀란타의 가뭄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변 호수의 수위를 살펴보십시오. 

재미있고 시원한 장소들… 찌는듯한 더위가 예상되는 날에는 시원한 박물관으로 가십시오! 귀넷 환경 및 유산 

센터(Gwinnett Environmental & Heritage Center)에 가시거나 메트로 아틀란타 근처의 다른 곳에 가보십시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과학책, TV 프로그램, 영화, 웹 사이트의  발견… 동네 도서관에 가실 때 과학을 생각하세요.  디스커버리 

체널(Discovery Channel), 지역 공공 방송국(local PBS station), 그리고 GCPS(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TV 의  과학 관련 

특별 방송과 프로그램을 살펴보십시오. Winged Migration과 같은 자연에 관한 비디오를 빌려 보십시오.  IMAX 과학 

영화를 보십시오.   인터넷은 재미있는 과학 상식을 발견하기 좋은 곳입니다. 자녀의 학교 웹사이트나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웹사이트 연구 섹션의 과학적 주제에 관한 링크부터 시작하십시오. 

재활용… 자녀와 함께 수거 차량이 집에서 수거하도록 플라스틱, 알루미늄, 그리고  철 재활용품을 모으거나 또는 

재활용품들을 가까운 수거장으로 가져가십시오. 

이유 있는 부패… 부엌 쓰레기와 마당 쓰레기를 정원 또는 잔디의 깊고 비옥한 퇴비로 바꾸십시오. 퇴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지역 확장 서비스(local extension service)나  귀넷 환경 미화국(Gwinnett Clean & Beautiful)으로 

연락하십시오. 

함께 자라기… 나무를 심으세요.  구근을 심으세요.  정원이나 창가 화초상자를 만들어보세요. 

하늘 관찰 하기.… 도시를 떠나 밤하늘의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세요.  책이나 천체도는 별들과 행성들을 분간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달의 모습과 위치를 기록하십시오.  쏟아져 내리는 유성이나 빛의 상실과 같은 다가오는 

창공의 이벤트를 관찰하십시오. (안전 규칙을 지키십시오.  자녀에게 절대로 태양을 직접 쳐다봐서는 안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와 학부모 여러분은 학생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평범한 순간이 특별한 순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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