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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리 스쿨

세컨드리 스쿨
진입 준비
자녀의 세컨드리 스쿨 진입 준비를 돕는 조언 및 점검표
자녀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래는 준비를 위해
해야 할 점검 목록입니다.
정보를 구하십시오
☐ 자녀의 초등학교 교사들과 대화하여
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이 세컨드리 스쿨
진입 준비를 어떻게 돕는지를 알아 보십시오.
☐ 자녀 학교 (초등학교 및 세컨드리 스쿨
모두)의 학부모의 밤 및 정보 간담회에
참석하십시오. 이들 모임은 소식을 접하고
질문을 하며 다른 부모들을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 자녀의 세컨드리 스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학교 소식을 알아 보고 최근 회보 몇 개를
읽어 보십시오.
☐ 자녀의 학교 회보를 꼭 읽어 보십시오.
세컨드리 스쿨 진입에 대한 정보 및 최근
소식이 자주 실리기 때문입니다.
☐ 자녀의 세컨드리 스쿨의 오리엔테이션
데이가 언제인지 알아 보고 자녀가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자녀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자녀와 학부모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견학 시간을 주선하도록 학교에
연락하십시오.
☐ 세컨드리 오리엔테이션 날에 자녀가
핸드북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핸드북을 읽고
학교 시간, 과제물 및 교복 등 학교 방침과
절차에 모두 익숙해 지도록 하십시오.

☐ 학생들이 진입과정을 최대한 원활하게 하고
자녀가 잘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 자녀의
학교가 무엇을 하는 지 알아보십시오. 예를
들면, 자녀의 학교는 오리엔테이션 활동과
캠프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가 질환이 있거나 특별 도움이 필요할
경우 혹은 다른 것에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자녀의 세컨드리 스쿨에 연락하십시오. 학년
주임, 학생 서비스 매니저 혹은 학교 간호사
등 적절한 교직원과 대화해 보십시오.
학년 준비
☐ 자녀의 교복, 책, 문구류 및 기타 용품을
해당 학년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갖추도록
합니다.
☐ 이동 준비를 갖추고 자녀가 일과 및
등교시간을 알도록 합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할 시에는 시험 운행을 해서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방과 후에 자녀를
픽업할 경우 자녀들이 픽업 장소를 알도록
확인합니다.
☐ 첫 날을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친구를 만나도록 하기 그리고 학교가
시작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 지 등을 알도록
합니다.
☐ 자녀의 시간표 한 부를 냉장고 등 가정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둡니다.
☐ 학교 지도와 자녀의 시간표를 매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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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계획성 있게 보냅니다. 자녀가
일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숙제를 하는 일상
생활을 하도록 하며 다른 활동과 함께 숙제
계획을 짜도록 하고 숙제를 마칠 수 있는
장소를 가지도록 합니다.
☐ 제출 메모지 등 가정/학교 통신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 매일 학교에 어떤 도구 및 책을 가져가야 될
지를 자녀가 알도록 매주 계획을 세웁니다.
☐ 학교 첫 날에 자녀가 아래 사항을 통해
준비를 잘 갖추도록 합니다:
• 충분한 휴식을 취함 – 충분한 수면이 중요
• 충분한 아침식사
•교
 복 착용 (많은 학교에서 보석류를
제한시킴)
•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학교에 도착
• 학교 내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를 파악
• 첫날 모이는 장소 파악
• 항목 별로 구분된 파일, 공책 및 필통 지참
•오
 전 휴식 시간 및 점심을 위한 건강 식품
지참
• 모든 소지품에 분명하게 이름을 부착
•서
 로 동의한 픽업 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차적인 계획을 설정

세컨드리 스쿨

자녀와 대화
세컨드리 스쿨을 시작하기 전에
☐ ‘세컨드리 스쿨이 어떨 것 같니?’ 및 ‘무엇을
기대하니?’ 같은 질문을 합니다.
☐ 자녀의 우려사항을 듣고 우려사항이
발생하기 이전에 다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녀가 어떤 행동을 먼저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자녀가 수업 장소를 못 찾거나
지각할 경우 무엇을 할까요?
☐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귀며
교사들을 알아 나가는 것에 대해 대화를 해
봅니다.
☐ 괴롭힘과 또래 압력에 대해 대화해 봅니다.
자녀가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할 경우 학년
주임 혹은 학생 서비스 직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도록 합니다.
☐ 학교 일상 생활 및 시간표에 대해 대화하고
학교 지도에 익숙하도록 합니다.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현실적이 되도록 돕습니다.
☐ 자녀가 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야기
하길 원하면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 첫 주 동안
☐ 학교에서의 첫 날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교정,
교사 및 새로운 과목들과 친구 등 세컨드리
스쿨이 어떠했는 지에 대해 물어 봅니다.
☐ 학교에 대해 자녀와 긍정적으로 대화하고
이들의 성공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잘 먹는 것 등
전략을 강화합니다.
☐ 경청 – 자녀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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