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자료:
중학생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게 하는 방법

중학교 생활은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학생들의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입니다. 중학교 시기는 고등학교 교육을
위한 도약대와도 같은 시기로, 모든 학생들이 성인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학업과 진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학부모는 중학교 학생들의 성공적인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졸업을 위한 중학생 자녀의 여정에서
학부모가 새겨두어야 할 유용한 팁을 알려 드립니다.
•

자녀가 정기적으로 출석하는지 확인하시고 매일 제시간에 등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바르지 못한 행동이나 좋지 않은 행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동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성적과 학업 성과를 확인하시고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학업에 추가 도움이 필요한지 교사와 면담을 진행하십시오.
높은 기대치를 설정하십시오.

•

학부모-교사 회의에 참여 하십시오. 자녀의 교사와 함께 협력하시어 자녀의 목표와 기대치에 대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

자녀와 대화하십시오.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매일 어떤 것을 배우는지 알아보십시오.

•

자녀의 말에 귀기울이고 자녀가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하십시오.

•

학교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이는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과외 활동 참여를 격려하십시오. 스포츠나 동아리, 다른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학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몇몇 학생들은 과외나 방과 후 학업 지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신호를 주의깊게 살펴보십시오. 교내 괴롭힘이나 학습부진, 건강상의 문제를
나타내는 신호에 주의 하십시오. 이는 성적 부진이나 학교에서 느끼는 불행감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

자녀가 개인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을 받고 있다면, 일반 교과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과목 수강이나 이수 등의 IEP 목표가 고등학교 학위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IEP 를 받고 있는 자녀가 성공적인 학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접근하여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자녀가 처방된 약을 잘 복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이러한 생활에는 건강한 식생활,
충분한 운동과 수면이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조지아 주 학부모 담당부서(Parent to Parent of Georgia) 770-451-5484번 혹은 800-229-2038번으로 문의하시거나
www.p2pga.org 에서 문의하십시오.
조지아 주 교육부, 특수교육지원서비스본부(Georgia Department of Education, Division for Special Education
Services and Supports)
404-656-3963번 혹은 800-311-3627로 전화하시어 특수교육부(Special Education)로 연결을 요청하십시오.
http://www.gadoe.org/Curriculum-Instruction-and-Assessment/Special-Education-Services/Pages/default.aspx
졸업 요건
http://www.gadoe.org/External-Affairs-and-Policy/State-Board-of-Education/SBOE%20Rules/160-4-2-.48.pdf
진로, 기술과 원예 관련 교육
http://www.gadoe.org/curriculum-instruction-and-assessment/ctae/pages/default.aspx
추가 정보처: 학교 시스템에 관해 특수교육 책임자(Special Education Director)에게 문의하십시오.
저작권:
중등교육과 전환을 위한 국가센터(National Center on Secondary Education and Transition (NCSET)), PACER 센터 (PACER
Center), 미연방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Ed.gov)
이 문서에 수록된 내용은 요약된 내용이며 상세한 모든 정보, 예외사항 또는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정보를 원하시면 추가 리소스를
참조하시거나지역 시스템으로 문의하십시오. 본 문서에는 새로운 법규를 제시하거나 연방 또는 주 법규 및 규칙 또는 규정을 대체할 목적을 가진 내용은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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