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즐기기:
읽을 준비하기!
만 3~5 세 사이의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읽을 준비를 상당히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만 3~5 세 유아는 읽고 쓸 준비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부모가 자연적인 성장을

서두를 수는 없지만, 자녀가 나중에 독자와 작가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습관을 구축하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자녀가 놀고, 뛰거나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러한 활동들을 아이가 읽고 쓰는
준비를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세요.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당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세요. 이따금씩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무슨 의미인지에 이야기하세요.



낱글자, 단어, 숫자, 혹은 수세기를 활용하여 자녀와 게임을 하세요.



노래와 손 유희를 통해 리듬과 운율을 배우는 것은 유아가 읽을 준비가 있도록 도와
줍니다.



자녀를 식료품가게, 공원, 박물관, 미술관, 지역행사 등에 데리고 가세요.



자녀가 새로운 어휘를 배우고 주변의 세상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읽고 쓰기를 활용하는지 보여주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목록을 만들거나 메모를 남길 때, 혹은 신문, 지도, 메뉴를 읽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읽고 쓰는 것이 아주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와 표지판, 스케줄, 신문, 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하고 그것들을 읽어보도록
격려해주세요.



자녀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주세요. 무슨 책을 읽어 주어야 할지 모르시나요? 도서관
사서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하여, 가능한 한 빨리 자녀가 도서대출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가 재미와 배움을 위해 그리기, 쓰기 그리고 책을 이용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자녀가 집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책, 잡지, 게임 등을 두세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쓰기를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적절한 곳에 두세요.



자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에 대해서 부모에게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아이가 말하는
단어를 적어놓으면 아이가 그 그림을 다시 볼 때 적어놓은 단어를 스스로 “읽을”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읽고 쓰려고 노력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낙서조차도 쓰기를 향해 나아가는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TV 와 비디오 영상물을 현명하게 고르세요. Sesame Street, Dragon Tales, 그리고

Between the Lions 등은 유아들이 읽고 쓰는 데 흥미를 가지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게임도 현명하게 고르세요. Reader Rabbit 과 Bailey's Book House 와 같은 몇몇의
게임은 유아가 읽고 쓰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국소아과학회에서는 만 3~5 세 유아의 경우 질 높은 TV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최고 1~2 시간 이상은 보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도 아주 많습니다!

http://illinoisearlylearning.org/tips.htm 에 접속하시면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즐기기: 읽을 준비하기!”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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