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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가정학습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은 놀이와 많은 의사 소통을 통해 조기 읽기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자녀들이 다양한 책과 동요집을 탐색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자녀들과
함께 읽을 수 있게 격려해 주십시오.
자녀들은 이야기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나갑니다. 독서는 자녀들에게 소리, 단어, 및
패턴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추천 도서
‘아기 올빼미’ 마틴 웨델 저
‘코알라 로우’ 멤 폭스 저
‘미어캣이 보낸 편지’ 에밀리 그라벳 저
‘에니의 의자’ 데보라 닐란드 저
‘웜뱃의 일기’ 재키 프렌치 저

읽기는 자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단어 및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함께 말하고, 책에 대해 함께 탐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매일
읽는 것은 자녀들이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녀들이 자신감 있게 읽기 전에 발달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많은 조기 읽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에는 말하기와 듣기 능력, 소리와 단어에 대한
학습력 및 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읽기 학습을 계속해 나감에 따라, 자녀들이
놀이를 통해 가정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십시오.
도서관은 어린 독자들에게 다양한 책과, CD, DVD, 잡지
및 만화책이 갖춰진 보고와도 같습니다.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입니다:
•	책과 읽기의 가치를 자녀들과 공유할 수 있습다.
•	온 가족이 규칙적인 독서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특히 좋아하는 작가와 삽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컴퓨터처럼, 가정에서 이용할 수도 없는 교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방학 활동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몬이 말한다’와 같이
말하기와 듣기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임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십시오. 물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요를 포함해서 읽을 거리가 많습니다;
이야기책, 논픽션, 공룡과 애완동물에 대한 책,
자녀와 함께 만든 책, 재미 있는 이야기책 및
시집, 재담집, 웨사이트, CD로 된 책, 만화책,
신문, 카탈로그, 잡지, 요리책, 길거리 지도
그리고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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