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바꿀 수 있는 교사들에게로의 이메일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상습적인 잦은 결석

친애하는 ____ ,
교사로서, 귀하께서는 결석이 결석한 학생뿐 만 아니라 귀하의 전체 학급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직접 체험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 출석은 학업적인 성공에 필수적이지만,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종종 얼마나 빨리 결석이 합산이 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한달에
단지 2 일의 결석이 초등학생을 읽기, 쓰기 및 수학에서 뒤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과 초등학교 1 학년의 10% 이상을
빠진 5 명 중의 4 명 이상의 학생들이 3 학년 수준의 읽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학년까지, 상습적인 잦은 결석은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것이라는 중대한 경고의 신호입니다.
지난 여름,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과 미국 공익광고 협의회는 초등학교 학생의 결석에 대하여 부모들에게 어떻게 잘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출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학교에 출석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 자녀의
결석을 실제로 추적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질병 이외의 다른 이유로도 자녀를 가정에 있게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학부모들은 특히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학교를 빠지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의 결석에 대하여 듣는 것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도 교사들을 신뢰하며 이 문제에 대하여
교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에게 말하는 데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결석이 문제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사로서 귀하를 위한 일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

연도가 아닌 월별 출석을 언급하십시오. 학부모들은 분류법에 근거하여 1 년 단위로 하면 결석을 과소평가하지만, 월별 단위로
결석을 보여주면 더 정확하게 결석을 심사숙고할 수 있습니다 .
•

•

출석의 비교적 괜찮은 면이 아닌 결석의 불리한 면을 강조하십시오. 출석을 바탕으로 대화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닌 학부모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

•

예시: “일년에 10 일 이상 빠지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대신에 “한달에 2 일 빠지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예시: “매일 출석하는 것은 이롭습니다.” 대신에 “너무 많은 결석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출석의 완벽한 대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십시오. 만약 아이가 결석을 하면, 숙제 또는 집으로 가져가는 과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과제는 결석을 완전히 "보충"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학생이 이 과제들을 확실히 끝마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일단 학교로 돌아오면 따라잡기 위해 추가로
더 힘들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초등학교 결석을 차후의 학업 결과에 연결해주십시오. 조사를 응한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출석이 초등학교 출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그 두 학교 사이를 점으로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예시: “초등학교에서 결석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그들이 차후에 고학년에서 필요할 핵심 개념을
놓치게 됩니다.”

•

가능하다면, 결석을 구체적인 수업 커리큘럼/내용을 배울 기회를 놓친다는 것과 연결해주십시오.
예시: “저희는 이번주에 분자와 분모를 인지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이번 수업을 이해하는 것이 공통
분모에 분수를 더하는 것에 대한 다음주 수업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를 빠지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해 주십시오.”

•

•

규정 준수를 바탕으로한 메세지를 피하십시오. 학부모들은, 특히나 교사들로부터의 위협 또는 법적 조치 메세지에 의해
그들 자녀들의 출석을 향상시키도록 동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결석에 대하여 학부모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학교와 부모의 의사소통 수단 중의 하나로 문자 메세지를
사용하십시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결석에 대한 의사소통에 관한 한 교사들을 가장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그 어떤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매체 (전화나 이메일음 포함한) 보다 문자 메세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자 메세지는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신뢰와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들 학부모에게 문자메세지 보낼 때를 위한 조언 을 고려하십시오.

출석에 대하여 어떻게 학부모들과 의사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그동안 행해진 조사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면, www.oag.ca.gov/truancy/toolkit.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출석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이번 학년도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도와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