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자문회에 참석하고 
싶지만 집에 돌보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부모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회의하는 동안 
자녀들을 돌보아 주기도 합니다. 
 
학교 사무실 직원에게 문의하여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의 학부모 자문회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학교의 뉴스레터를 읽거나 학교 
웹싸이트를 봅니다. 

- 학교 커뮤니티 알림난의 정보를 
찾아봅니다. 

- 학교 사무실 직원에게 
문의합니다. 

- 교육청의 복합문화 교육상담원 
혹은 이주자 정착 상담원에게 
모국어로 학부모 자문회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학부모 자문회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Parent Advisory Council” 

 
[Korean] 

 
이 간행물은 밴쿠버 교육청 

정착상담사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영어교사들이 밴쿠버 교육청  

복합문화상담사들과 함께 제작한 

시리즈물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정부와 비씨 

주정부가 재정후원하였습니다. 

 



 

 

 

BC 교육: 사회적 책임감과 아울러 사회성, 감성, 지성, 예술성, 신체 발달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 학교 정원을 새로 만들거나 
개선하기. 

 
- 괴롭힘 방지 등의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학교가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교사들이 자금이 필요한 특별 

프로그램 등을 학교에서 
실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 학교의 연중 특별행사등의 계획과 

준비를 도와주기. 
 
학부모 자문회에 가입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나요? 
 
학부모 자문회는 자의로 가입하며 
여러가지 좋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 다른 학부모를 만날 기회를 갖게 

되며; 
- 학교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 서로 의견을 나누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왜 학부모 자문회가 
있나요? 

학부모 자문회의 주된 목적은 학교의 
발전과 보다 안전한 학교 커뮤니티를 
위하여 여러가지 사안들을 의논하고 
알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 자문회는: 

- 자녀들의 교육에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며; 

-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정보를제공하며; 

- 학부모끼리 서로 만나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학부모 자문회는 학교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나요?  
 

학부모 자문회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학교를 지원합니다 : 

- 새 놀이터 기구나 체육장비 구입. 

- 학교 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학부모 자문회(PAC)는 
학교 커뮤니티에 속한 모든  
학부모들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영어를 충분하게 구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에게는 통역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새로 이사 온 학부모들은 
대개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참석하기도 합니다. 
 

학부모 자문회(PAC)는  
무엇인가요? 

비씨주의 모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 자문회가 있습니다. 

학부모그룹과 교장이나 교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학부모 자문회의 모임은 한달에 한 
번 보통 저녁 시간에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