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 학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요령
글쓴이 킴 맥케이 (Kim McKay)
모두가 가정에서는 가족과 또는 자녀의 개인교육 프로그램 (Individual Education
Program, 이하 IEP)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핵심은 원활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모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만나면 쉴 새 없이
얘기를 한다고 종종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녀의 팀을 알고 지내기
자녀의 팀과의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학부모님께 먼저 전화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능동적이 되십시오! 자녀를 위한 귀하의 비젼과
목표를 공유할수록 오히려 더 좋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자녀의 팀이 귀하의 견해를 자주 들을수록 더 좋습니다.
귀하와 자녀의 팀에게 잘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찾으세요. 이메일을 보내거나,
메모를 교환하거나, 또는 전화를 하세요. 일관성이 있는 대화가 제일 좋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공식 IEP회의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수록, 의사소통이 더 잘 됩니다.
회의에서 교사를 처음 만나지 마세요.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도우미 자원 봉사를
하세요. 학교와 팀의 문화를 알아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모로서, 특히 아이가 말해주지 못할 경우, 학부모께서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알아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세요. 서비스는 언제 제공되고 있는지, 진전은 보이고 있는가? 그러나 서신의
능동적과 과도함에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비스 제공자에게
메모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만, 언어치료를 받는 30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상세한 설명을 요구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입니다. 교사의 수업계획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지만, 사회학 시간에 무슨 주제를 다룰 것인지 미리
알고 싶은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공손하고 정중한 서신을 나누세요.
이메일, 매주 기록표, 알림장과 같은 일관된 소통 수단을 설정하세요. 서로에게
맞는 일관된 서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너무 많은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으니
남용하지 말아주에요.
반드시 동의한 귀하의 역할을 열심히 다하세요. 숙제를 서명해서 승인하기 또는
매주 짧은 쪽지 쓰기를 동의 했다면 이행해 주세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더라도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도중에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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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문제가 없다고 소통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하세요.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그렇다고 알려주세요. 집에서 숙제, 독립 기술, 또는 외부 활동에 진전이
보이면 함께 공유하세요. 이런 것을 통해 자녀의 팀은 귀하의 자녀를 학생으로뿐만
아니라 완전한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핵심입니다.
귀하와 IEP 팀 (교사, 제공자, 관리자) 사이의 관계는 학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원활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아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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