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원리

_____ 학년

_____ 반

___________ 의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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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의 기본 원리
진단하고 목표세워보기

강의 개요
현 입시제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학부모님들이 꼭 숙지해야 할 기본 학습
방법과 원리를 탐색해 본 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습을 진행해본다.

초등교육의 국가 목표는 ______________ 입니다.

학습 전 진단
시간관리

목표설정
실천/행동

학습 방법
평가/피드백

1.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간단한 학습 진단
학습 정서 진단 :
1. 학습 어휘력 진단 : 화났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 학습 환경 진단 : 부모님, 친구들의 용어에 얼마나 민감한가요?
집중력 진단 : 초시계를 활용하는 스톱위치 활용법(초등학생용)
학습 동선 진단 :
1. 이동 동선 진단
2. 학습 스타일(재미) 진단 : 시각형, 청각형, 체험형, 서술형, 구술형
(동화책을 읽을 때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을 선호하나요?)

2. 목표설정에서 간과하는 것들
초등교육의 목표는 ‘경쟁’이 아니라 ‘협동’입니다.
입학사정관제, 면접, 논술의 지침 : 협동심, 자립심, 성취과정, 봉사정신, 독서이력,
동아리 활동, 성장 시뮬레이션
눈앞의 결과보다 ‘레벨업’을 보는 것이 목표를 잡는 습관 형성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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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의 기본 원리
공부 방법 찾아보기

3. 학습 방법에서의 오류
꼭!!! 절대적인 학습법이란 없으며 아이에게 맞는 ‘흥미로운’ 학습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학습의 기본 원리 : 집중력에 맞게 공부하기
학교에서는 중상위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아이들의 집중력은 다르다
인터넷 강의처럼 혼자 할 수 있는 공부에서 집중력 습관 훈련이 필요하다
예습, 수업, 복습 습관은 단권화를 통해 이루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마인드맵핑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사고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된다.

4. 시간관리에서 부모님이 하셔야 할 것들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적도록 해본다.

비싼 보상보다 아이가 원하는 흥미로운 보상을 이야기하고 용기를 준다.
가용시간, 우선순위, 마감시간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메모지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학습 계획표를 완성했을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 자기보상 시간을 갖도록 한다.

5. 실천 및 자기 평가
아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라.
사소한 것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칭찬하라.
잘못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도 잘한 부분은 꼭 찾아서 칭찬하고 나머지를 훈계하라.
자기평가를 통해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록(포트폴리오)하라.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너무 공부하기 싫은데 학업 성취도가 높은 신기한 아이들입니다.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입시제도가 강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원리는 위와 같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의 재미를 알게 해 주세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공부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공부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