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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가정학습
독서 단계
자녀들은 읽기학습을 할 때 각기 다른 단계를 거칩니다.
자녀들이 각기 다른 방법과 다른 진도로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끈기를 가지시고 자녀들의
노력하도록 항상 격려해 주십시오.
역할 놀이 독서 단계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자기 주변에서 보는
책과 단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책을 똑바로 세우고,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이야기를 되풀이 하기위해 그림과 기억력을 사용하여
읽는 흉내를 냄으로써 여러분을 모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또한 책 앞뒷면의 차이를 배우고, 글자와 그림이
다르다는 것과 인쇄된 글자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자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 매일 자녀들과 책을 읽습니다.
• 읽기 놀이에서 자녀가 읽기 시도를 할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 그림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실험 독서 단계
이 단계를 거치는 동안 자녀들은 종종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기억함으로써 읽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몇몇
단어들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관심은
각각의 단어를 적절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자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 매일 자녀들과 책을 읽습니다.
•	자녀들이 읽기 시도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매 번
시도할 때마다 칭찬해줍니다.
•	자녀들과 소리 및 단어, 책에 나와 있는 재미 있는 특징들,
그리고 라벨, 쇼핑 목록, 및 신문과 같은 다른 텍스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	책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과 줄거리에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	자녀들이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	자녀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계속 읽어
주십시오.

•	자녀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어줍니다 – 친근감은 자신감을 형성합니다.
•	자녀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없을 때, 자녀가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education.wa.edu.au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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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가정학습
조기 독서가 단계
이 단계의 자녀들은 익숙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본문을 읽을 때 자녀들은 천천히 의도적으로 각각의
단어에 초점을 두며 읽습니다. 각 페이지에 쓰여진 대로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자신이 읽은 것에 대해
그리고 그것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자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자녀들에게 자주 책을 읽어주고 자녀들에게 책의 내용을
말해 보라고 격려해 줍니다.
•	자녀들에게 자신이 읽은 것들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	자녀들이 모르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그
단어를 소리 내어 읽을 뿐 아니라 그림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제시한 단서들을 이용하며, 해당
문장을 반복해서 읽고 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읽어보는
등의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	자녀들에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야기에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는 지, 등장인물이 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	자녀들에게 자신이 모르는 단어를 어떻게 해결했는 지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	자녀들이 읽을 수 있도록 메세지 보드에 글을 써
놓으시고, 자녀들에게도 메세지 보드에 글을 남기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가리켜 주목시키고 그 단어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읽는 것을 배울 때 많은
칭찬을 해 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쉬워 보이는 어떤 것을 자녀들이
틀리더라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많은 연습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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