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넷카운티 공립학교가 
제안하는  
적극적인 자녀교육법 
 
 
Be There (함께 하세요) 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는 
범국민운동입니다. 자녀를 
교육할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에게 
최고의 교사가 되어 주세요. 
의미있는 기회들로 자녀와 하나가 
되어본다면, 학교에서나 집,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도 작은 
행동이 큰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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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의 학생들과  
항상  
함께  
있어줄 것 입니다. 
 

 

학습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모든 학생들은 학창시절 어느 시점에서 특정과목이나 과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부진은 주로 철자나, 읽기, 쓰기, 
수학과 같은 기본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인한것이므로 꾸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아래에 제시된 방법들은 학부모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해줄수 있는 길입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끈기있게 끝까지 
해결하는지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사고과정과 문제해결법을 말로 
표현해서 자녀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배울수 있게 본을 
보이세요.  

자녀의 노력에 초점을 두시고, 결과나 성적에만 관심을 두시지는 

마세요. 향상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해주세요. 

자녀의 약점은 같이 노력하여 보강하되 장점에 초점을 두세요. 
자녀가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분야에서 그들의 호기심을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주세요.  

자녀가 새로운것을 배우거나 새로운것에 도전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긍정적인 자세로 열심히 도움을 주세요.  

자녀가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자녀의 관심을 끌수 있는 신문기사를 찾아서, 매일 아침 식사하는 
테이블에 펼쳐 놓으세요. 

• 흥미있는 잡지, 퍼즐맞추기, 신문등의 자녀의 관심을 끌수 있는 읽기 
자료를 제시하세요. 지역 공립도서관에서 이 모든 자료를 대여할수 
있습니다.  

• 어디를 가시든 -자동차안, 버스안, 그리고 약속시간을 기다릴 때 -  
흥미있는 책이나 읽기자료들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세요. 오디오로 
들을수 있는 책들은 차안에서나 집에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도서관에서 얻을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세요. TV를 끄고 귀하가 직접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읽기, 쓰기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쇼핑리스트, 해야 할 일들, 가방에 챙길 것, 지시 등의 목록을 쓰고 
읽으세요.

카드에 배우고 있는 단어를 적어 집에서 쉽게 볼수 있는 곳에 두세요. 차안에서나 병원에서도 쉽게 카드를 
사용할수 있게 카드세트를 갖고 다니세요. 



자녀가 특기를 보이는 다른 과외활동에도 참가할수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어떤 한 분야에서 특기를 보이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잃기 쉬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녀의 과외활동을 완전히 금지하기 
보다는 시간을 줄여주세요. 예를 들면, 야구를 그만두기보다는 야구 
연습하는 시간을 줄이게 하여서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자녀가 시험보기 전,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질문은 교사가 시험에 출제할만한 것으로 만들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러한 예상 문제 출제는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전 시험 연습과 
복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자녀의 학교 생활과 학업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세요. 학교생활은 어떻니? 무엇이 가장 좋았어? 과학시간이나 
수학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니? 자녀와 학교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자녀의 가방이나 도시락통에 격려의 노트를 넣어주세요. “오늘 과학 시험 잘 봐. 너가 잘 할것이라고 믿어. 
스펠링 시험준비로 참 열심히 공부해 주어서 고맙다.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 

자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알고 계세요. 메모나, 이메일, 또는 텍스트 메세지를 사용해서 자녀와 많은 대화를 
하고 그들의 일상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의 방에 작은 화이트보드를 두시고, 노트나, 해야할일, 단어, 장기프로젝트 또는 작문의 소제들을 
적어두는 장소로 사용하도록 지도해주세요.  

특히 숙제를 해야 할 시간에는 전자제품사용 시간을 제한해주세요. 자녀의 방에서 TV를 없애시고 컴퓨터도 
가족들이 다 쓸수 있는 공간에 두어서 쉽게 자녀를 관리할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제한은 학생으로 하여금 공부나 
숙제에 더 집중을 할수 있게 해주고, 또한 더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자녀가 계획표를 사용하도록 지도해주세요. 계획표 사용이 습관이 되도록 계속 상기시켜 주세요. 

숙제가 따로 없어도, 매일 숙제시간이나 복습시간을 정해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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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습부진이 특정과목에서 이해가 부족한 것 이상의 문제로서 좀 더 심각한 학습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 담당교사와의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