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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난민/이주자 가족이었던 분들을 위한 가정학습 관련 핵심 
메시지  
 
• 유아교육기관과 학교는 여러분의 동반자로서 자녀의 가정학습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가정학습 계획은 담당 교사가 마련하게 되며, 학부모가 교사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교사 또한 재택근무 방식으로 일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스케줄과 
가정생활도 병행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 여러분 모두에게 적합한 일과와 스케줄을 가진다는 것은 서로의 기대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배움은 항상 이루어지며, 가족의 일상과 엮일 수 
있습니다. 

 
• 배움은 모든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집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한다면 

자녀와 그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십시오. 제공된 학습 활동에 대해 이 언어로 
이야기하고 영어(또는 집에서 쓰는 언어)로 학습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가정학습과 관련해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학교에 

연락해야 합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교사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으면 가까운 
교육부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 교육 관련 최신 소식은 교육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o https://parents.education.govt.nz/ 
o https://www.education.govt.nz/ 

 

가정 복지 증진  
이 시기 동안 자녀의 학습이 우선적으로 걱정스러울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복지입니다.  
 

가정 복지 증진을 위한 유용한 정보  
• 평정을 유지하는 한편, 이례적인 사태를 맞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녀를 안심시키십시오.  
• 배움은 매일 모든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언어든 가장 편안한 언어로써 

아이에게 말하고 학습활동을 하십시오.   
• 뒤뜰에서 뛰기, 점프하기, 춤추기, 정원관리와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 함께 활동을 하십시오.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자녀가 책을 읽을 때 듣는 것 외에 

같이 요리를 하거나 친구 및 가족과 온라인으로 만나십시오.  
• 말하기는 지극히 소중한 배움 방식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이것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또 질문을 
유도하십시오. 답을 모르면 자녀와 함께 답을 찾아보십시오.  

https://www.education.govt.nz/assets/COVID919-files/Home-Learning-messages-for-migrant-and-refugee-families-English.pdf
https://www.education.govt.nz/assets/COVID919-files/Home-Learning-messages-for-migrant-and-refugee-families-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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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ucation.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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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하루씩 차근차근 – 서로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을 배정하고 규칙적인 일과를 
구성하십시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 보라고 권하십시오. 자녀가 다른 학습활동을 
시도해볼 기회를 포함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보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좋아하는 것이거나 집에서 해보면 좋겠다고 함께 결정한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버거워하면 강요하지 마십시오.  

• 확실치 않으면 학교/교사, 다른 학부모나 친구, 지인에게 물어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가정학습 지원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원격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가정학습 지원 웹사이트가 계속 
운영됩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 상급 학년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안내 지침과 다양한 온라인 교육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자녀에게 알맞은지 교사와 의논하십시오. 
 
https://learningfromhome.govt.nz/ 
 

디지털 안전 
어린이나 청소년 자녀가 가정학습에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다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학습 환경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입니다. 
 

• N4L(Network for Learning) Switch on Safety 서비스는 학교 공부에 쓰는 
기기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에게 유해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웹 
필터가 차단합니다. 

• 온라인 안전에 대해 자녀와 대화하십시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o Netsafe(전화 0508 638 723)에 전화, 또는 
o Netsafe 웹사이트 방문 

• 어떤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부하라고 자녀에게 요청하십시오. 

• 가급적 화면의 직접적인 눈부심이나 반사를 피하십시오. 
 
어떻게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할지 잘 모를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나 유아교육센터에 
말하십시오. 가족이나 이웃,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습니다. 
 
주위에 비슷한 상황의 다른 학부모나 가족이 있다면 그 아이의 유아교육센터나 
학교와 상의해 보라고 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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