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 AND DON'TS
행동 수칙 및 주의 사항
A FEW THOUGHTS FROM YOUR FELLOW STUYVESANT PARENTS
동문 부모님들의 조언:
스타 이브 센트 커뮤니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타이 선배 부모님들이 후배 학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학교생활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사항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집중해야 할 사항들 DO’s:


적극적으로 학교를 위해 지원 합니다.



지속적인 정보 파악: 스타이브센트와 PA 에서 보내는 업데이트 /주의 사항에 대한 이멜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자녀와 함께 코스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논 하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선택 할 때 다른 비공식 정보 또는 채널에 의존하며, 그들이
정말로 자신에게 알맞은 선택을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녀가 다양한 사회계층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의미 있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자녀에게 무리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가지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타 학생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같을 수 있으며, 서로 협력하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신속한 조치를 하십시오. 잘못된 클래스 배정, 부적절한 클래스 수준 등 - - 수정이 필요할 시 자녀가 학교에서 최선의 클래스를 들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질문하십시오.



자녀가 정리 정돈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자녀의 허락이 있을 시)



스타이 학부모 코디네이터이신 하비 브럼과 자주 연락하시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하십시오.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늘 대화의 창을 열어 놓으십시오. 이 것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부모를
믿고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다가 온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대화며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이러한 관계는 많은 잠재적 인 문제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자녀를 이해하며, 스트레스를 해소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십시오.


학교 행사 및 가능한 모든 활동에 참석하십시오.



자원봉사에 지원 하십시오.



학교 내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다 잘 이해 하기 위해 학부모회에 참여하십시오.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참석-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자녀와 교사에게 보여줍니다.

자녀의 자립심을 길러 주고 존중하십시오.
자녀가 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만약 문제의 해결이 안 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부모 스스로가 학교에
연락을 취하십시오. 필요한 반 편성 기준을 지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반 편성 또는 클래스에서 교육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학과 장에게
신속히 연락하십시오. 학과장은 올바르게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지사항들 DON’Ts:


학교내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하여 제재를 하지 마십시오. 스타이내의 방과 후 활동은 자녀에게 풍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교사 또는 학부모 코디네이터 하비 브럼 에게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자녀의 교사들은 학생이 문제가 있을 경우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교사에게 도움을 청했을 경우 만약
교사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 코디네이터 하비 브럼께서 도움을 주실 것 입니다.



자녀가 숙제, 공부 습관, 시간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바인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가정하지 마시고, 스스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익힐 수 있도록 처음부터 부모가 도와 주십시오.



자녀를 너무 압박하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마십시오. 가정은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뒤쳐지지 마십시오. 스타이 안에서 자원 봉사 등등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 보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통학의 어려운 부분은 가족에게 달려 있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자녀를 축하해 주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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