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가지 팁: PACER 학부모 권리옹호자들이 제안하는 
학부모-전문가 간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PACER의 학부모 권리옹호자들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와의 미팅에서 특정 진술이나 상황을 접할때 종종
불편함을 겪거나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 팁은 학부모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스탭들과의 의사 소통을 개선하는데에 도움이 되고자
PACER의 학부모 권리옹호자들이 추천하는 내용 및 방법입니다.  

이미 아래의 몇몇 접근 방식을 통해 학교와 소통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외 다른 관점을 통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학교 스탭이 귀하께 새롭고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는 것이 어떨
까요? “What will it take to make that happen?”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요?”)

2. 학교 IEP팀원의 말이 사실에 근거 한 것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다음과 같
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Is that an opinion or do you have data I can see to support it?”("그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의견입
니까, 아니면 그것을 뒷받침 할 수있는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3.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특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What does this look like
in Johnnie(아이 이름)’s day?” (“Jonnie의 학교 일과 중 이 부분(부모님이 더 알고싶은 부분)은 어땠습니
까?”) 

4. 학교 IEP 팀원이 "귀하의 아들이 ___(하기)를 거부합니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Is that
something he can’t or doesn’t know how to do rather than refuses to do?” ("우리 아이가 그 특
정 행위를 하는 것을 거부한다기보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건 아닐까요? ”)

5. 교직원이 “우리는 그 것을 이행할 버짓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해보십시오. 
 “I understand that the school district has financial concerns. However, we are here to talk
about what my child needs for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학군에 있어서 재정적인
염려가 있다는 부분은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이 우리 아이에
게 제공되어야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닌가요?’). 또한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Please put that in writing for me.” (“(말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How will we know that it is
working?”(“이 새로운 시도가 제대로 운영 및 작동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How
will data on success be collected?”(“이를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가 어떤 방법으로 수집됩니까?”)
7. 모든 팀원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 “What is your professional opinion?”("전문가로서 당신(들)의 의
견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8. (미팅 중) 중요한 합의, 결정 또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이 서면화 되기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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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결해야할 사안을 IEP팀에 문제 제기하는 경우라면, 그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IEP팀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하십시오.

10. 학교 스탭이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우리는 (특정 질문, 우려사항, 문제,
또는 그에 해당하는 해결방안)을 모릅니다.”라고 답을 한다면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Who can we
invite to the meeting to help find the answer?”(“그렇다면 (이 미팅에)누구를 초청해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보너스 팁  

11. 한 번에 한 개의 질문을 하시고 답을 들은 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2. 중요한 부분만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너무 많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꺼번에 나열하시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피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3.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물으십시오.

14. IEP 팀 멤버들이나 특정 교사들에게 가능한 시점에 적절히 감사표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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