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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숙제를 돕는데 유용한  9가지 힌트 
(Hints for Helping with Homework) 
구구단 연습에서부터 집에서 학교의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온-라인 리서치까지, 
적절한 숙제는 학습을 강화하고, 학생의 성취를 증진시키고, 자녀가 독립적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학습자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자녀의 숙제를 돕는 몇 가지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1. 장소(Location)… 자녀에게  숙제하기에 적당한 밝고 방해가 없는 장소를 
제공해주십시오. 텔레비전, 시끄러운 음악, 전화하는 소리, 또는 인터넷 대화 
프로그램(Instant Messenger)등의 숙제에 방해가 될만한 곳은 피하십시오. 
2. 필요한 물품(Tools of the trade)… 종이, 볼펜, 연필, 연필깎이, 사전, 
포스터용 두꺼운 종이(poster board)등 공부에 필요한 물품들과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3. 시간 관리(Time Management)… 자녀가 과제물 노트북(assignment 
notebook)을 사용하고, 그 날 저녁에 해야 할 숙제를 가장 힘든 것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우십시오.  계획표를 사용하면 자녀가 
장기간에 걸쳐 해야 하는 숙제를 잊지 않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온-라인 개인교습(Online tutoring)… 비교적 나이를 먹은 자녀들(4-12학년)은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와 카운티 도서관에서 후원하는  www.gwinnettpl.org의 온-라인 
개인교습 서비스인 생방송 숙제 도우미를 이용하도록 격려하십시오.   
5. 숙제 및 공부 시간을 정하십시오(Dedicated homework and study 
time)… 정해진 방과후 활동과 운동 또는 음악 연습시간을 염두에 두고 매일 
숙제/공부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숙제 시간을 가능하면 이른 오후 또는 
이른 저녁 시간으로 정해서 자녀가 취침 전 약간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6. 숙제 시간을 독서와 복습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Reading and review)… 
숙제가 없는 경우는 정해진 숙제 시간을 복습이나 읽고 싶은 책을 읽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자녀가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하십시오(Building an independent 
learner)… 부모님은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실 뿐이지 자녀의 숙제 보조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까다로운 수학 문제를 풀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괜찮지만 
대부분의 숙제를 자녀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자녀의 교사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십시오(Communicate with your 
child’s teacher)… 숙제가 계속해서 너무 자녀에게 어렵거나 또는 너무 쉬워 
보이면 자녀의 교사에게 말씀하십시오. 자녀가 숙제 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면 
수업 중에 배우는 내용도 자녀가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숙제가 자녀에게 너무 
쉬우면 자녀가 의도한 학습 강화와 학습 증대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9.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이십시오(Stay connected)… 크게 소리 내어 
읽기나 철자 시험과 같은 숙제는 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내시어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절한 도움을 주시고 
필요할 경우 숙제를 체크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