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교육 세션 9 대본
성공적인 온라인 학습을 위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유용한 4 가지 단계
개요: 이 비디오는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릴리안 웡(Lilian
Wong)이 제작했습니다. 4 가지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의견 일치, 자녀가 선택하게 하기,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보는 학습, 자기 관리부터 자녀의 독립심 기르기. 이 비디오는 중국어로
제작 후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Dual language 프로그램 교사인 릴리안 웡(Lilian Wong) 입니다.
오늘 저는 온라인 학습 시 학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유용한 4 가지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4 가지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의견 일치, 자녀가 선택하게 하기,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보는 학습, 자기 관리부터 자녀의 독립심 기르기.
첫 번째 단계는 자녀와 의견을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온라인 학습에 대한 기대를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녀가 온라인 학습 시 부모가 옆에 있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혼자 둔 뒤 확인하러
나중에 오는 것을 원하는지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상의를 한 뒤, 3-4 가지 점에서 합의를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온라인 수업은 몇 시에 하겠니?"
"아침, 오후 아니면 밤에?"
"매일 반드시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
"숙제를 언제까지 마쳐야 할까?"
"어떤 숙제를 다음 날이나 일주일내에 마쳐도 괜찮을까?"
자녀가 학습의 주체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할 지 결정할 수 있을까? 쉬는 시간은 언제로 할까? "
"쉬는 시간은 얼마나 길게 할까?"
세 번째는 학습을 일종의 의사소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면 친구나 교사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 역할을 맡으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탐구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누군가가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자기 관리에서 시작해 독립심과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부모는 온라인 학습을 위한 도구나 컴퓨터를 준비하고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 관리에 익숙해지면 점차 깨닫게 됩니다.
"공부하기 전에 스스로 준비를 잘 해야 하는구나."
시간이 지나면 환경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심이 길러집니다.
마지막 방법은 교사가 알려주는 주간 학습 개요(overview)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요에 따라 자녀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과제를 마칠 때마다 표시를 하면
성취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