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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초등

글쓰기와 맞춤법은
중요합니다.
글쓰기와 맞춤법은 중요합니다.
글쓰기, 맞춤법, 그리고 읽기는 말하기와 듣기라는
토대 위에 이루어집니다. 예비 초등 단계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학습 여정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감을 형성할수록
단어와 글쓰기에 좀 더 친근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제2외국어를 하거나 사투리를
쓰는 경우, 영어의 소리를 듣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영어의 모든 소리를
듣고 말하는 데는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	자녀들과 규칙적으로 책을 읽으십시오. 단어와
책을 함께 탐색하시고, 글을 쓸 때 자녀들을
참여시키십시오.

•	자석으로 된 알파벳 글자들을 냉장고나 자석 보드
위에 붙여 놓으십시오. 자녀들이 단어를 만들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	함께 책을 읽을 때, 함께 읽은 단어들에 대해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bat과 cat처럼
운율이 맞는 단어들과 단어의 첫소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편안함을 느낄 때,
단어의 끝소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십시오.

•	집에 있을 때, 외출을 할 때,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표지판과 가게에 있는 글자들을
찾아보십시오.

•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메모, 이메일, 쇼핑 목록
쓰는 것을 돕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글쓰기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 주십시오.
• 간단한 단어 찾기와 같은 게임을 해보십시오.
•	자녀들이 쓰고 그린 글자와 그림들을 전시해
놓으십시오. 자녀들의 작품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써 주십시오. ‘난 네가 자랑스럽단다!’
장애아는 보통 좋아하는 이야기를 읽어 주거나
동요를 불러줄 때 생기는 상호 작용과 자극을
좋아하며, 그로 인한 혜택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장애가 있다면, 자녀의
학교에서는 자녀가 능력에 맞는 단계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도구,
장비, 아이디어에 대해 자녀의 선생님과 이야기
하십시오.

•	집에 메세지 보드를 마련하여 자녀들에게
메세지를 써보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메세지를 남기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	정크 메일을 잘 이용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해보세요.
•	특정한 글자 m과 sh가 들어간 단어에 동그라미
치기
•	두 글자로 된 단어와 세 글자로 된 단어 기타
등등에 밑줄 긋기
• the와 같은 특정한 단어를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 지 세어 보기 –이는 흔한 단어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없을 때 자녀들이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