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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책읽기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가능한 많이 읽도록 하십시오. 신문, 잡지,

예를 들어 긴 단어 내의 알파벳을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만화책 및 책을 포함해서 읽을 거리가 많습니다. 그것들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 확인해 보십시오. together

모두 자녀들의 어휘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는 단어로 he, get, greet, there, otter 그리고 other 라는

함께 글쓰기를 해보세요.
약속 시간 및 쇼핑 목록을 적는 것과 같이, 자녀들이
놀이를 할 때 목록을 작성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엄지
손가락의 모양을 이용하여 만화의 주인공을 그려보고,
말풍선 안에 대화를 써봅니다. 사진첩에 나열되어 있는
사진 아래에 제목을 달아봅니다.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뒤로 똑같이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낼 수 있는 지 확인해 보십시오.
예: dad, pup 그리고 madam. 이런 단어들을 회문이라고
불립니다.
단어 게임
•	주니어 스크래블® 및 보글® 과 같은 게임을
해보십시오.

어린이들이 각기 다른 속도로 발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항상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자녀들이 틀린 답을
하더라도 시도한 것에 대해 칭찬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학습 진도가 걱정이 되시면,
자녀들의 선생님과 얘기 하십시오.

• ‘나는 무슨 단어일까요?’라는 게임을 시도해보십시오.
단어 하나를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batman. _ _t_ _
_처럼 적당한 곳에 글자 하나를 써넣으세요. 자녀들에게
해당 글자가 무엇일지 추측하도록 합니다.
자녀들의 추측이 틀리면, _at_a_처럼 다른 글자를 하나
더 추가해 넣으세요. 자녀들 전체 단어를 추측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 단어탐정 게임을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보십시오. ‘boat와 운율이 맞는 단어가 어느
단어지?’ 그리고 ’long의 반대말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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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는 글을 써 보세요.
생일 및 연하장 그리고 파티 초대장을 만들 어보세요.
글쓰기 활동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들을 모두 특별한 색깔의
상자에 넣으세요. 예를 들어, 색종이, 텍스타, 색연필,
반짝이 풀, 그리고 스티커 등등이 있습니다.

글을 쓰고 철자를 익히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어린이들은 각기 다른 방법 및
다른 속도로 배웁니다. 끈기를 가지시고
자녀들의 노력에 항상 칭찬해주십시오.

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단어 게임
•	자동차 번호판에 있는 글자를 이용하여 짧은 문장을

철자 실수

만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BEO 는 Bob eats oranges, CPP

자녀들이 쓴 것과 자녀들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 하고

는 cuddly puppies play.

철자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자녀들이 철자를 잘못한

•	단어 연상게임을 해 보세요. 누군가 어떤 단어를 말하고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사람이 앞에 사람이 말한 단어와
연관된 다른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beach, fish,
chips, seagulls, West Coast Eagles, football, Dockers.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 하십시오. 자녀들이 듣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지녀들에게 어떻게 단어의
철자를 맞게 하는 지 보여줍니다. 자녀들이 사전을
이용해서 철자를 고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이상한 단어 찾아내기
자녀들에게 단어들을 소리내어 말하도록 합니다.
자녀들에게 단어를 통 단위 또는 음절로 나누도록 합니다.
우선, 각 음절을 말할 때마다 손뼉을 치십시오. 예를 들어,
birthday 는 birth • day 두 번의 손뼉이 필요하죠. 그리고
holiday 는 hol • i •day 세 번의 손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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