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말할 때 
고려할 10 가지  

      

1. 출석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라기보다는, 염려하는 마음에서의 사안으로 접근하십시오 

√ 학부모들이 죄책감과 곤란을 겪도록 만들기보다는, 지지받는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2. 연도가 아닌 월별 출석을 언급하십시오 

√ "일년에 18일의 결석" 대신 단지 "한달에 2일의 결석"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주십시오 

3.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 복잡한 통계, 과장법 또는 은유를 피하십시오 

4. 학부모들에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을 하십시오   

√ 자녀들이 아플 때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은연중에 넌지시 나타내지 마십시오  

5.       "출석" 보다는 "결석"이란 표현을 바탕으로 토론을 이끌어나가십시오  

√ "출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입증합니다; "결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그들을 집중하게 합니다 

6. 어떻게 초등학교가 미래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지 설명하십시오 

√ 학습은 순차적이라는 것을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결석 한번은 그들의 자녀가 

차후에 더 어려운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할 무언가를 배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7. 학부모들에 왜 결석이 문제가 되는지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이유들 들어주십시오 

√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결석은 가정으로 가져가서 해오는 과제나 숙제로도 보충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결석은 아이들을 읽기, 쓰기 그리고 수학에서 뒤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결석은 현재 실제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가능성을 더 적게 만듭니다” 

8.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놓칠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 

커리큘럼에 연결해주십시오 

√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주에 분자와 분모를 인지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이번 수업을 

이해하는 것이 공통 분모에 분수를 더하는 것에 대한 다음주 수업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를 빠지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해 주십시오” 

9. 자녀가 학교를 빠지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도록 학부모들을 격려해주십시오 

√ 자녀들이 결석을 한 이유를 묻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연결해주십시오 (예들 들어, 교통 문제, 보육 

등) 

10. 결석에 대하여 학부모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학교와 부모의 의사소통 수단 중의 하나로 

문자 메세지를 사용하십시오 

√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결석에 대한 의사소통에 관한 한 교사들을 가장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그 어떤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매체 (전화나 이메일음 포함한) 보다 문자 메세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자 메세지는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신뢰와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들 학부모에게 문자메세지 보낼 때를 위한 조언을 고려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