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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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그리고 학교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지속적인 학부모 참여를 위한 6가지 비결 

오랜 동안의 연구 결과는 학부모 참여가 자녀의 삶과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여줍니다… 전국 학부모 교사 협의회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때 학생은 더 높은 학습 성취와 출석률, 더 높은 비율의 졸업 및 

대학 진학; 더 많은 동기 부여와 높은 자존감; 그리고 더 적은 징계 문제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부모 참여의 긍정적인 유익은 모든 나이와 학년에 

걸쳐 적용됩니다.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비결들을 시도해보십시오. 

1. 의사소통… 자녀의 교사와 대화하기 위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메일, 전화, 메모로 교사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학교 웹사이트, 소식지, 학교 행사 등을 통해 자녀의 학교에 관한 정보를 알고 계십시오.  학교 

방침을 알도록 하시고 교과과정에 익숙해지십시오. (www.gwinnett.k12.ga.us.의“AKS”를  보십시오.)  

GCPS(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웹사이트의 학부모-교사 면담에 관한 내용을 읽으십시오. 

2. 기대… 하버드 대학 가족 연구 프로젝트 결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그러나, 현실적인 기대가- 

분명하게 자식에게 전달되면- 학생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녀가 높은 수준의 과목들을 택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꿈을 크게 갖도록 도와주시고 고등학교 졸업후의 계획을 지원하십시오.  

3. 읽기…부모님이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자녀와 함께 책을 읽거나, 여러분이 읽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던지 이 모든 것은 부모님들께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나이가 든 자녀들도 가족이 즐겨 읽는 책이나 잡지 등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4. 일정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자녀가 숙제와 공부를 하도록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숙제를 돕기 위한 9가지 힌트”를 참고하십시오. 

5. 부가 학습… 배움에 집중하는 가족 현장 학습  장소를 선택하시고 공공 도서관, 가까운 박물관과 공원의 

교육 자원을 이용하십시오. TV를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시청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 자녀와 

토론하십시오. 

6. 말하고-들으십시오… 대화를 나누고 공통된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자녀의 걱정거리를 들어주십시오.  자녀를 지지하고 어려운 상황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와 학부모 여러분은 학생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평범한 순간이 특별한 순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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