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알 수 있는

학생 주도 회의

회의를 강력하고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가족들이 알아야 할 사항

학생 주도 회의는 전통적인 학부모/교사 면담과는 다릅니다.

학생 주도 회의에서는, 학생이 회의를 진행하며 대부분의 말을 학생이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과 미리
준비하여 자신의 현재 학업과 다음 단계에 대한 대화를 주도할 준비가 되도록 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근처에 있는 것이며 교사가 회의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학생 주도 회의의 목적은 학생이 자신의 강점과 자기 개인의 학업과 성적에 기반을 둔 다음 단계에
대해 요약하는 것입니다. 학생과 가족들은 학생의 강점과 집중 분야에 대해 서로 이해를 하고
회의를 마쳐야 합니다.

회의 중, 여러분의 자녀는 학년 및 과목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을 대표하는 학업의 예 뿐 아니라
자신의 가장 최근의 학업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 접근 방법은 의도적인
것입니다.학생들이 자신의 학년 수준 표준에 관련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또 자신의 학습에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학업이 향상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염려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사와 따로 회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교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하고 집에서 어떻게 가족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반면, 어떤 가족들은 교사와의 추후 회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염려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모든 가족들은 교사와 별도의 회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년 중 내내 자녀의 강점과 다음 단계에 대해 자녀와 대화를 계속하시면 자녀의 학업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의 중 자녀의 개인적인 강점과 학습의 다음 단계에 대해 배우는 사항들은 “오늘 학교 어땠니”라는
질문을 학습자로서의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는 자녀에게 힘센 원동력이며 학교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해 줍니다.
학생 주도 회의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늘 발전 중이며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피드백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 주도 회의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이나 어떻게 이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 주도 회의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과정을
개선하는 데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각 학생: 목소리, 꿈, 밝은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