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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와 철자하기
가정학습
글쓰기와 철자하기는 중요합니다!
글쓰기, 철자하기, 그리고 읽기는 말하기와 듣기라는
토대 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유치원에 출석할 때 이러한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들도 발달시킵니다. 자녀들은 말하기와 듣기에
자신감을 형성하면서, 글쓰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자
 녀들과 규칙적으로 책을 읽으십시오. 단어와
책을 함께 탐색하시고, 글을 쓸 때 자녀들을
참여시키십시오.
• 함께 책을 읽을 때, 함께 읽은 단어들에 대해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bat’과’cat’처럼
운율이 맞는 단어들과 단어의 초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메모, 이메일, 쇼핑 리스트
쓰는 것을 돕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글쓰기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 주십시오.
• 동물의 이름을 그림과 연결하는 것과 같은 단어
게임을 함께 하십시오.
• 자녀들이 쓰고 그린 글자와 그림들을 전시해
놓으십시오. 자녀들의 작품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써 주십시오. ‘난 네가 자랑스럽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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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없을 때 자녀가 집중하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 자녀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자녀의 이름에 들어 있는 첫 소리를 듣게
합니다.
• 자녀의 이름 첫 글자에 대해 이야기 하십시오.
자녀들이 다른 장소에서 그 글자를 찾도록
격려하십시오. 자녀들이 자신의 이름에 있는
글자들을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시오. ‘네 이름과 같은 소리로 시작하는 물건을
부엌에서 찾을 수 있겠니?’
• 자녀들이 알고 있는 글자와 단어들을 찾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활동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차에서, 가게에서,
놀이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학습을 재미있게 유지시키십시오.

장애아는 보통 좋아하는 이야기를 읽어
주거나 동요를 불러줄 때 생기는 상호 작용과
자극을 좋아하며, 그 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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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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