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사회 -정서적 학습 (SEL) 검사에 관해 여러분의 자녀와 대화하기

협력자로서의 가족들: 사회-정서적 학습 (SEL) 은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 가족들은
사회-정서적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의 첫 교사들입니다 . 가족들은 계속하여 학교와 함께 
일하는 중요한 협력자들입니다 . 가족들은 자녀가 교실에서 그리고 교실 밖에서 사회 -정서적 
기술을 구축하도록 학교와 함께 협력합니다 . 다음은 사회 -정서적 기술의 예들입니다 : 

● 건강한 자아 개발
●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
● 목표 달성
●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그러한 공감력을 표현
●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
● 책임있는 의사 결정

다음의 자원은 사회 -정서적 학습 (SEL) 검사 결과에 대해 여러분이 자녀와 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이 검사 결과는 여러분의 자녀가 특정 시간에 가졌던 경험들에 관한 보고입니다 . 
이보고는 독자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 SEL 검사는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추가하여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필요할 경우 , 다음 단계를 위한 협력을 위해 여러분 자녀의 학교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올 학년도에 모든 학생의 SEL 기술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울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사회-정서적 학습을 지원: 학생들은 각기 다른 학습 강점 및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자녀가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녀와 연결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들입니다 . 

● 보고서에 기록된 학생의 강점을 자녀와 공유할 것 . 일상 생활에서 여러분이 발견한
자녀의 강점을 언급할 것 .

● 단어, 그림 또는 기호들을 사용하여 대화를 용이하게 시작할 것 .
○ “나는 _______________ 으로 인해 _____________ 감정을 느껴 ”라고 시도 . 또는
○ “나는 네가 (자녀의 기술을 삽입 ) (을)를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 네가
무엇을 잘한다고 생각하니 ?”

● 자녀의 학습 및 의사결정 능력을 지원하기위해 자녀가 할 수 있는선택을 제공할 것 .
○ “네가 _____________에 있을 때 무엇이 너를 기쁘게 /슬프게/좌절하게 하였니 ?”
○ “오늘 네가 (친구 이름을 말함 )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이 쉬웠니 아니면
어려웠니?

● 대화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 그림들을 사용할 것.
아이디어들을 강화하기 위해 단어들이나 기호들을 사용한 도표들을 만들 것 . 다음과
같은 시각 자료들을사용할 수 있음 :

○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나 그림들
○ 아이어를 지원하는 것들 (예: 음악, 조용한 휴식 시간 갖기 , 도움을 구하기 , 등등)
○ 가족 및 학교 일정 또는 시간표
○ 관계에 대해 대화할 때에는 가족원들 및 친구들의 사진을 사용

●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에는 실생활의 경험 , 책, 영화로부터 얻은 예들을 사용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1 2022 년 2 월 1 일 개정 

LS-Tests-SEL Screener Family Guide for Understanding Strengths 



          

      
 

            
           

           
 

   
           

 
         

  
         

   
          

     
 

  
           

     
            
 

  
           
 

  
          

    
            

          
 
  

           
  

           
            

 
 
 
 

대화 시작 및 기술 구축 전략들 

다음은 자녀의 SEL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화 시작 및 전략들입니다 . 이 정보는 SEL 
검사 영역 및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여러분은 자녀와 대화할 때 주제들 간에 

자연스럽게 이동하거나 한 번에 하나 이상의 주제를 다루게 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 

영역: 지원 및 환경 
학생들이 학습하는 환경은 학생들의 학업 성공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주제: 소속감 
학생들은 자신이 학교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라고 얼마만큼 느끼는지. 

저학년 학생들 : 
● 자녀에게 “네 친구는 누구니 ?” “오늘 누구랑 놀았니 ?” “누가 너를 기쁘게 하니 ? 
사랑하니? 안전하게 하니 ?”라고 질문 . 

● 다른 사람들과 노는 것은 소속감 및 연결감을 조성하도록 함 . Playworks.org 
(https://www.playworks.org/wp-content/uploads/2020/08/Play-At-Home-Playbook-
8.14.20.pdf)의 ‘가정에서의 놀이 ’ 아이디어를 시도하기 바람 . 

고학년 학생들 : 
● 자녀에게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에 대해 질문 .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 

● 자녀가 즐기는 활동을 함께 하거나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며 시간을 보냄 . 

주제: 지원적인 관계 
학생들은 친구, 가족 및 학교에 있는 성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얼마나 지원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저학년 학생들 : 
●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대화 . 실생활, 책, 또는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건강한 
관계 기술의 예를 언급 . 

● 자녀가 다른 사람을 놀이에 포함시켰던 또는 자녀가 아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놀이에 포함시켰던 경우의 예를 공유 . 자녀에게 다른 예들을 더 생각해보도록 요청 . 

고학년 학생들 : 
● 자녀에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니 ?” 또는 “너의 지원 시스템에는 누가 
있니?”라고 질문 . 

● 가족이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짐 . 매일의 생활에서 가장 좋았던 그리고 싫었던 
순간들을 공유하는 것은 바쁜 시간 중에도 빠르고 의미있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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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문화적 인식과 행동 
인종, 민족 및 문화의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논의하고, 직면하는 학생들을 학교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저학년 학생들 : 
● 자녀에게 “무엇이 너를 독특하게 만드니 ?” “너의 재능이나 특성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니 ?”라고 질문 . Understood.org 
(https://www.understood.org/articles/en/types-of-strengths-in-kids) 의 ‘아동의 강점 
유형’에는 광범위한 재능이 요약되어 있음 . 

●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여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취해 
보도록 함 . 이야기나 실생활에서의 경험을 사용 . “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거라고 
생각하니? “왜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느낄거라고 생각하니 ?” 라고 질문 . 

고학년 학생들 : 
●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정체성 및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 . 개인이나 그룹에 중요한 
특성 및 가치관들을 탐색 . “ 네가 속해있는 가정 , 학교 또는 지역사회를 특출하게 
만드는 신념 , 가치관 또는 경험은 무엇이니 ?”라고 질문 . 

●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을 연습 (Actforyouth.org).  대화를 시작 . 가족원들이 
차례로 자신의 생각을 공유 . 각 가족원이 말한 것을 성찰하는 시간도 허용 .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질문하도록 격려 . 

주제: 학교에 대한 가치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는 흥미롭고, 중요하며 유익한 장소라고 느끼는지. 

저학년 학생들 : 
● 자녀에게 학교에 대해 질문 .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니 ?”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 어려운 점은 무엇이니 ?” 

● 가정에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탐색 .  FCPS 의 고급 학업 프로그램 
(https://www.fcps.edu/resources/family-engagement/advanced-academic-aap-family-
resources) 이 제공하는 자원들을 점검하기 바람 . 

고학년 학생들 : 
● 자녀에게 “학교에서 무엇이 또는 누가 너에게 영감을 주니 ?”  “너는 무엇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기니 ?” “어떤 수업이 너의 미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다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 . 

● 자녀가 가진 관심사에 관련된 직업들을 탐색 . FCPS 의 대학 및 직업 준비 
(https://www.fcps.edu/resources/college-and-career-planning) 가 제공하는 자원들을 
점검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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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기술 및 역량 

사회적, 정서적 및 동기유발적 기술은 학생들이 학교, 직업 및 인생에서 탁월하도록 
돕습니다. 

주제: 관계 기술 및 사회적 인식 
학생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강하고 지원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개인 및 그룹들과 함께 얼마나 
효과적으로 환경을 탐색하는지. 

저학년 학생들 : 
● 자녀에게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일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니 ?” “다른 
학생들과 함께 또는 그룹으로 일할 때 어렵거나 네게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니?” 라고 질문 . 

● 다른 사람의 관점 수용을 위해 실생활의 기회를 사용 . 예를 들면 , 가게나 지역사회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는지 또는 생각하는지에 대해 대화 . 

고학년 학생들 : 
● 자녀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네가 가진 강점은 무엇이니 ?”라고 질문 . 
● “누군가를 보살핀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니 ?”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너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니 ?”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Berkeley 대학의 교육의 대의 (GGIE), 학생들을 위한 SEL: 
사회적 인식 및 관계 기술 ’ (https://ggie.berkeley.edu/student-well-being/sel-for-students-social-
awareness-and-relationship-skills/) 을 참조하기 바람 . 

주제: 자기 관리 
학생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들을 다스리고 
목표와 포부를 성취하는지 . 

저학년 학생들 : 
● “네가 슬프거나 죄절되거나 화가 날 때 기분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하니?”라고 질문 . 

● 가족원들이 슬플 때 , 좌절되었을 때 , 또는 화가 났을 때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기분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 

고학년 학생들 : 
● 자녀에게 “네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을 하니 ?” 라고 질문 . 
● 가족의 목표를 세움 . 주간별 그리고 월별 또는 연별의 목표를 세움 .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글로 작성 . 가족으로써 자신의 발전을 성찰 .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Berkeley 대학의 교육의 대의 (GGIE), 학생들을 위한 SEL: 
자기 인식 및 자기 관리 ’ (https://ggie.berkeley.edu/student-well-being/sel-for-students-self-
awareness-and-self-management/) 를 참조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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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책임있는 의사 결정 
학생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인 행동 및 사회적 상호 관계에 대해 
배려하고 건설적인 선택들을 할 수 있는지. 

저학년 학생들: 
● 자녀에게 “너는 학교에서 얼마나 자주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 어떤 유형의 
선택을 해야 하니 ?”라고 질문 . 

● 가정에서 자녀가 매일 어떤 것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격려하는 기회를 제공 . 
예를 들면 , 가족 시간을 위한 활동 , 책 또는 의복을 자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 . 
여러분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각 선택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귀감을 
보여줌. 

고학년 학생들 : 
● 자녀에게 “너는 언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었니 ?” “너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결정했니 ?”라고 질문 . 

● 실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였던 예를 공유 . 문제를 파악하고 가능성 있는 해결책의 
장단점을 토의 .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Berkeley 대학의 교육의 대의 (GGIE), 학생들을 위한 SEL: 
윤리적 의사 결정 및 사회적 책임 ’ (https://ggie.berkeley.edu/student-well-being/sel-for-students-
ethical-decision-making-and-social-responsibility/#tab__1) 을 참조하기 바람 . 

영역: 웰빙 

웰빙은 학생들의 긍정적 감정과 도전적인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얼마나 
지원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제: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감정 
학생들은 얼마나 자주 긍정적인 감정 및 도전적인 감정을 느끼는지. 

저학년 학생들: 
● 감정들이 우리의 신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얼굴 표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설명 . 예를 들면 , “내가 기쁠 때 나는 웃고 때론 손뼉을 치기도 해 ! 화가 
나면, 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껴 .” 

● 자녀에게 “무엇이 너를 기쁘게 , 평온하게, 슬프게 또는 좌절하게 하니 ? 네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도록 하니 ?”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거니 ?” 라고 질문 . 

고학년 학생들 : 
● 자녀의 경험 및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및 시간을 제공 . 자녀가 가졌던 경험 및 
감정을 인지 . 

●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는 어떻게 알게 되니 ? 누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니?”라고 질문 .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 다음에서 확인하기 바람 : 
• FCPS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조언들 (https://www.fcps.edu/student-wellness-tips) 
• FCPS 건강한 마음 블로그 

(https://www.fcps.edu/blog?field_term_blog_topic_target_id=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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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를 위해 다음의 자원들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 

● EdSurge.com,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사회 -정서적 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10 가지 방법 
(https://www.edsurge.com/news/2020-04-02-10-ways-parents-can-bring-social-emotional-
learning-home)(https://www.edsurge.com/news/2020-04-02-10-ways-parents-can-bring-social-
emotional-learning-home) 

● CASEL, 우리 아동들은 리더들입니다 (https://leadingwithsel.org/) 
● Panorama Ed, 가정에서의 SEL (https://www.panoramaed.com/blog/sel-at-home-parent-

resources-activities) 

추가 자원들과 지원들 

모든 학교에는 여러분의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정신 건강 직원이 있습니다 . 
SEL 검사 또는 어떻게 필요한 기술들을 다룰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자녀 학교의 사회복지사 , 
학교 심리학자 또는 학교 상담교사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 . 

만약 여러분 자녀의 안전에 대해 염려가 있거나 그리고 /또는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여기면 , 
즉각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에 있는 위급 시 자원들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 

정신 건강 자원 및 긴급 서비스 정보 (https://www.fcps.edu/resources/student-safety-and-
wellness/school-psychology-services/mental-health-resources-and) 

●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 시에는 911 로 전화 ; TTY 문자 전화 (TTY) 는 711 로 전화 
● 지역 위기 상황 연결 (CrisisLink) 상담 전화선: 703-527-4077 (CrisisLink 는 위기에 처한 
개인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가족 /친구들을 위한 긴급 
상담 전화선임 .) 

● 위기상황 문자 : 85511 로 NEEDHELP ( 도움 필요 )라고 문자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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