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사 협의회 시간!
선생님과 대화하기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교사 협의회나 선생님과의 대화에 대하여 긴장합니다. 여기 자녀의 교육기관에서
선생님들과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부모님들로부터 검증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들을 협의회 이전부터 알고 지내세요


선생님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선생님이나 다른 교직원들에게 당신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세요. “제
배우자는 야간 근무라서 낮에는 핸드폰으로 전화주세요.” “저는 목요일 아침에 학교에 올
수 있습니다.” 등을 알려주세요.



교육기관에 부모활동 목록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당신이 가정학습활동을 하거나 때로는
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부모-교사 협의회가 열리는지 알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을 만날 시간을 정해서
알려달라는 초대 글이 오는지 지켜보세요.

부모-교사 협의회 시간약속을 하고 지키도록 하세요


학교에서 부모-교사 협의회에 초대 글을 받으면 빨리 응답하세요.



부모-교사 협의회에 자녀를 데려가도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어떤 교육기관에서는
협의회에 참석하는 부모들을 위해 아이들을 무료로 돌봐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부모-교사 협의회에 늦게 되면, 선생님이 알 수 있도록 연락하세요.

양방향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교육기관에서 자녀가 했던 활동
결과물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생각과 제안, 우려사항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여기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놀라게 하였나요? 이 질문은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와 어떤 점을 발견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기 싫어하나요? 이 질문은 자녀의 관심사항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은 있나요? 자녀가 긍정적인
학교경험을 하고 있더라도, 이 질문은 당신과 선생님이 아이가 무언가 새롭게 노력해 볼
만한 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해줍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도와드리기 위해 제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이
질문은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재미있고 교육적인
가정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더라도 침착하세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요. 선생님은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 부모인 당신을 탓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에 선생님에게 당신이
아이를 위해 선생님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세요.

http://illinoisearlylearning.org/tips.htm 에 접속하시면“부모-교사 협의회 시간!
선생님과 대화하기”페이지에서 관련 웹사이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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