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자녀 학습 도와주기
특수 교육

KOREAN

개요
이 지침은 악천후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휴교를 하게 될 경우 자녀들을 학습 활동에 개입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만들어
졌습니다. 아래에 열거한 활동들은 아이들이 가정에 머물 때 지적으로 활발함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활동
아이디어들은 학교에서 주어지는 최우선 단계의 수업지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특수 교육 서비스가 제공하는 특별히 고안된 수업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최우선 수업 지도와 특수 교육 서비스는 학생들이 재등교할 때 실시될 것입니다.
귀 자녀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먼저 자녀의 학년이나 수업 단계에 맞는 가정에서 자녀 학습 도와주기 의 각 과목에
따른 활동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학년별로 각 교과 과정을 지원하는 여러 활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위해 자녀의 IEP 서류를 살펴보십시오. IEP 문서 중 Present Levels of Academic
and Functional Performance(현재 학업 및 기능 수행 수준) 페이지를 보시면 자녀의 수업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EP 문서 중
Supplemental Aids(보충 지원)페이지를 읽어보시면 학교 기반의 팀이 자녀의 학습을 돕기 위해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완수할 활동이나 과제는 최종 분기 성적에 평가되거나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족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관련성있고 접하기 가능하며 연령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소통 기기
자녀가 의사 소통 기기를 지니고 있으면 매일 충전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그 기기를 사용하여 일상 활동이나 사회적 상호교류, 학교 과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케어도우미들을 위한 AAC
https://www.spd.org.sg/wp-content/uploads/2019/02/Manual-AAC-for-Caregivers-2019.pdf
가정에서의 언어 기회를 위한 AAC at Home https://www.assistiveware.com/blog/language-opportunities-using-aac-home

일상 생활
짜여진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아이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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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매일 완수할 수 있는 일상 과제 활동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식사, 일거리, 가족 활동, 자유 선택, 쉬는 시간, 학교 과제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활동 시간을 설정하되 타이머(손목 시계나 벽시계 등 이용)를 사용하는 것이 아이가 언제 활동의 시작/멈춤을 할지 아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제 목록은 종이나 접착용 메모지에 활동 목록을 적어봅니다. 그 활동을 완수할 경우 아이가 종이에서 해당 활동을 줄로 그어 지우거나 메모지를
버림으로 달성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제와 활동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 자녀가 얼마나 오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
● 자녀가 관심있고 좋아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 다양한 활동 수준이 있는 과제.
● 움직임을 조성하는 활동.
● 활동 완수를 위해 아이가 어느 정도의 도움이나 독립심을 요하는가.

일상 체크리스트 샘플

보충 활동
●
●
●
●
●
●
●

책을 듣거나/읽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일거리를 완수하거나 식사를 준비하게 하세요.
물건을 색상, 크기, 갯수 등에 따라 분류하게 하세요.
물건을 알파벳 순서로 나열해보게 하세요.
영화/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 날 한 일을 나타내는 글을 1-3 문장으로 써보거나 그림 그려보세요.
https://tarheelreader.org 를 통해 발췌된 자료와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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