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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ing Problems 
at School

TIPS FOR PARENTS

부모들은 자녀의 학교공부, 교우관계, 혹은 자녀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 선생님에게 면담하기를 필요로 

할때가 있습니다. 대개의 교사는 부모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는것에 익숙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공할수 있도록 도와 주기를 원합니다. 

교육의 파트너인 부모 

온타리오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서 중요한 

파트너이기를 장려합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학교에 참여하도록  도와 

주는 일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제도는 혼란스럽고 위협적일 수도 

있습니다.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경우 누구에게 

이야기 해야 할가요? 

선생님과 전화로 이야기하고 싶으면, 교무실로 

전화하여 메세지를 남기면 선생님이 회답전화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면, 교무실로 전화하여 

선생님과 만날 약속을 하고 싶다고 메세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외의 뒷바침 

혹은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선생님 

혹은 교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통역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교직원과 이야기 하기 위한 조언: 

자녀와 이야기 하세요 

• 자료를 모으기 위해 자녀에게 질문을 하세요. 

• 자유 해답식의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어 

“무엇이 힘드니?” “어떤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봐” 

• 이야기하는것을 듣고 더 많은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과 이야기 하세요. 

• 여러분이 염려되는 것과 자녀가 느끼는 것을 

선생님께 이야기 하세요. 

• “제 아이가 이야기 하기를”하고 이야기 하세요. 

• 학교의 규율과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세요. 

• 선생님의 입장과 제의를 들으세요. 

• 자녀가 부모와 교사로부터 같은 메세지를 받도록 

여러분과 교사가 어떻게 할것인지 이야기 하세요. 

•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생각 할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결방안이 적당한지를 다시 만나 이야기 하세요. 

교장 혹은 교감과 이야기 하세요. 

선생님이 도울 수 없다면 교장 혹은 교감과 이야기 

하세요. 직접 혹은 다른 선생님이나 교직원의 

참여를 청할수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이야기 하세요.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된다면, 교육감의 도움을 

청하세요.학교 비서나 교장은 교육감에게 연락하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육청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하세요: 

• 학교의 정책을 알고 계세요. 

• 학부모 면담 및 행사에 참석 하세요. 선생님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워 집니다. 

• 여러분의 자녀에 관해 학교에서 초대하는 모든 

모임에 참석하세요.(에/ 특수 교육, IEP, 학교 

체벌…) 

• 여러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면 

중요한 모임 및 면담에 대한  메모를 갖고 

계세요. 

• 영어가 불편하면 통역원을 요청하세요. 

• 자녀에대한 염려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침착하세요. 여러분의 염려에대해 침착하게 

설명하면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일 것 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People for Education (416-534-0100) 혹은 다른 

언어로 된 복사본은 www.peopleforeducation.com 로 

가십시오. 

온타리오교육부의 웹사이트 www.edu.gov.on.ca  

비디오 및 여러언어로 된 정보를 

위해 www.settlement.org/edguide 로 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