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넷카운티공립학교가 
제안하는  
적극적 자녀교육법 
 
 
Be There (함께 하세요)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는 
범국민운동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수 았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에게 최고의 교사가 
되어 주세요. 의미있는 기회들로 
자녀와 하나가 되어 본다면, 
학교에서나 집,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도   작은 행동이 큰 열매를 
맺는것을 보게 될것 입니다. 
 
 
 
 
 
 

 
우리는  

Make the ordinary extraord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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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학생들과 
항상  
함께  
있어줄 것 입니다. 
 

더 밝은 자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 
아래에는 당신의 자녀가 2009-10년 에 건강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할수있게 도와줄  결정적인 10가지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읽기. 읽기. 읽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매일 적어도 15분씩 책을 읽어 주세요. 그러면 평생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 입니다. 고학년 학생도 책읽는 시간을 따로 정해 
놓도록 지도해 주세요.  

매일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녀와 대화해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중 가장 흥미로왔던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주세요.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 했을때는 칭찬해 주세요.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는 격려해 주세요. 아이들을 존중해 주세요.   
자녀의 교사를 좀 더 잘 알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가능하면 
교육과정 안내의 밤, 육영회 모임, 그리고 학부모/교사간의 회의등에 
참석하셔서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를 만나보세요. 직접 학교에 못 
가시더라도 이메일이나 전화통화로 교사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 받으세요. 

자녀가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택사항들을 
함께 의논해보고, 대안들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자녀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TV시청이나 비디오 게임 시간을 제한해 주세요.  
독서, 보드게임, 야외놀이등은 모두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활동들 
입니다. 

학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세요.  
당신이 학창시절에 배운 것을 지금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자녀에게 이야기하세요.  

학교 활동에 참여하세요. 학부모가 교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수록 
교사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님의 배움에 관한 열정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목표를 
높게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결국, 부모님은 자녀의 첫 번째 
교사이자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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