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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어린이와 독서하기
3-5세 어린이가 글자를 깨치기 전에 어른과 책을 접하면 읽기와 쓰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면 즐거우면서도 장기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유아기 어린이는 어떤 책을 좋아할까요?
 • 유아기 어린이는 자세한 그림이 있는 책을 좋아합니다. 유머나 모험이 담긴 이야기 

또는 동시를 좋아합니다. 일부 유아기 어린이는 동시, 동화, 또는 실화 바탕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 동물, 장난감, 차량, 우정, 어린이, 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작가 또는 그림작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 책을 보기 쉽고 편한 장소에 앉으세요. 어린이가 책을 들고 직접 페이지를 넘기게 하세요. 

 • 책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기 전에 아이가 먼저 

훑어보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어린이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에측하도록 도와주세요.

 • 책을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어떤 부모님은 단어를 가리키며 소리내어 읽어줍니다. 

 • 어린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목소리를 바꾸거나 인형이나 소품을 사용하여 아이의 

관심을 끌어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책을 함께 암송하도록 유도해보세요. 또 어린이가 문장 

뒷부분을 채우도록 해보세요.

 • 어린이가 같은 책을 반복해서 듣고 싶어 한다면, 그 책을 통해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어린이가 이야기를 연기하거나 다시 설명하게 해보세요.

유아기 어린이의 경우,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읽어주어야 할까요?
 • 어린이가 관심을 보이면 계속 읽어주세요. 5분이나 10분 또는 그 이상이어도 좋습니다. 

많은 책을 쌓아놓고 모두 읽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며칠 동안 그림이 그려진 

두꺼운 책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소리내어 책 읽는 것을 어린이의 일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점심 식사 후 또는 잠들기 

전은 독서하기 좋은 시간 입니다. 스크린 타임 대신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독서는 

병원에서, 버스에서 또는 심부름을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 부모님이 너무 바쁠 때는 나이가 많은 형제가 책을 읽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가 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노래를 부르고, 아이와 대화를 해주세요. 자신만의 이야기책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해 보세요. 어린이의 이야기를 손으로 써주거나 타이핑을 

해도 좋습니다.

 •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세요. 어린이가 좋아할 것 같은 책을 보여주세요.

 • 부모가 즐겁게 책 읽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함께 읽자고 초대하되, 억지로 듣게 하지는 

마세요. 어린이는 다른 것을 배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