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성장기록부  (  고등학교  )  

학생성명:                                     날짜:

교사와 인터뷰 결과:                           부모와 인터뷰 결과 정보:

입학일자:                                     수료일자:

I. 가족사

어머니 성명:                                          출생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아버지 성명:                                           출생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보호자(해당 시):

결혼상황(미혼.기혼.이혼):                                결혼일:

학생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학생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외 조부모의 성명:

학생과 외 조부모와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친 조부모의 성명:

학생과 친 조부모와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학생의 형제관계(이름과 나이):

학생의 형제 관계를 설명하세요:



II. 일반사항

인신과 출산에 대한 부모의 서술:

출산 후 처음 몇 일 간의 아이에 대한 부모의 서술(활동, 아이의 행동에 대한 설명, 새 생명에 대

한 반응, 느낌, 성격기술 등):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에 대한 부모의 설명:

학생의 초등학교 경험에 대한 부모의 설명:

학생의 중고등학교 입학 경험 전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설명:

III. 급식기록

아이의 식 습관을 기술하세요(가장 좋아하는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음식 등):

당신의 아이는 아침식사를 합니까:          당신의 아이의 보통의 아침식사를 기술하세요: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까? 기술해 주세요:



IV. 수면기록

당신의 아이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나요?        언제?

당신의 아이는 규칙적인 취침시간이 있나요? 

당신의 아이가 보통 취침하는 시각은 언제인가요?

당신의 아이가 보통 어떤 꿈을 꾸는지 기술해주세요:

V. 의료 및 진료기록

면역을 준 사람: 

유년기에 대부분 겪게 되는 질병 중 당신의 아이가 겪은 질병을 기록하세요:

당신의 아이는 어떤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까:

당신의 아이에게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는 의료문제가 있습니까? 설명해주세요

당신의 가족에 있는 어떤 특별한 유전적 상태를 설명하세요

당신의 아이가 현재 받고 있는 의료 치료를 상세히 기록하세요

당신의 아이가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VI. 언어 발달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설명해주세요: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VII. 사회적. 감정적 기록

당신의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나요? (누구와, 아니라면 왜 아닌지, 어떻게 등)

당신의 아이가 학교의 다른 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술하세요

당신의 아이가 학교의 다른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술하세요

당신의 아이는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당신의 아이가 있을만한 특별한 두려움이 있는지 기술하세요

누가 아이의 훈계의 대부분을 맡고 있나요?         훈계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쓰이나요?

이 훈계에 대한 당신의 아이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이의 성취를 당신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당신의 아이가 기분이 상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위로하나요?

당신의 아이는 신체적으로 다친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나요?

기분이 상했을 때 또는 실망했을 때 당신의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위안하나요?( 다른 사

람에게 전가한다, 자기 스스로 해소한다 등)

당신의 아이는 어떤 것에서 자기 스스로를 최고라고 여기나요?



VIII. 인지적 발달기록

배움에 대한 학생의 태도를 부모의 입장에서 기술하세요:

학생은 어디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나요?

당신의 아이는 ‘왜’와 ‘어떻게’ 에 관해 매우 관심을 보이나요? ------- 기술해주세요: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들:

학생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들:

학교에서의 특별한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IX. 영적 발달기록

당신의 가족은 교회를 다니나요?

교회에서의 당신과 당신 아이의 참여활동에 대해 기술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아이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아이는 성경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당신의 아이는 자기 자신을 크리스쳔이라고 여기고 있나요?

설명:



기도에 대한 당신의 아이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아이는 ‘요구될 때’ 이외에 다른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요?

설명:

학생의 간증문(반드시 학생에 의해 기술되어야 하고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교사에게 제출되어

야 함. 학생은 다른 별도의 종이를 사용할 수 있음)

X. 부모님의 의견

당신의 아이의 성격에 대해 기술 해 주십시오:

CCHS(Champion Christian High School) 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현재 부모로서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희망, 염려, 목표 등은 무엇인가요?

학부모 회의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나 관심사가 있습니까?

학교를 위해 봉사하실 수 있는 기술, 특기, 관심, 시간 등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