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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상상력은 계속 자라납니다. 자녀들은 흥미 있는 이야기를 꾸며내어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다 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2-3가지의 지시들을 따를 

수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직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더 많은 것을 혼자 

해보고 싶어합니다. 이는 학교에 가기 위한 좋은 연습이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사용하기 더 편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다른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잡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필을 쥐는 것이 학교에서 글씨쓰기에 가장 좋

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어린이들의 손에 글씨를 쓸 수 있는 힘을 길러 줍니다.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낙서와 글자가 어떻게 다른지 알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상상력을 기르고 지식을 넓혀주기 위해 책, 정크 메일, 지도, 조리법 및 잡지들을 읽어 

주십시오. 

새롭고,좋아하는 동요를 부르세요. 동요에 있는 글자 패턴 과 발음소리들이 학교에  

있는 아동책에서도 나타 납니다.

자녀들과 함께 놀 때, (‘마지막’, ‘중간’, ‘전’, ‘깊이’ ‘약간’, ‘더 많이’, ‘더 적은’)과 같은 

개념들을 조기에 가르치십시오.

하루 TV 및 비디오 시청시간은 1- 2시간으로 줄이십시오. 쇼 프로그램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이 자신의 이름 글자를 알아보고, 말하고, 쓰기 시작하도록 격려하십

시요.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들의 이름과 소리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글자나 숫자를 모래, 손가락 페인트와 크레용을 사용하여 그리거나 윤곽을 따라 그리도

록 하십시오.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나?
아이들은 각각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요:

가족이나 친구들,

여러분의 지역 일반의, 지역사회 간호원 또는 사회복지사,

유치원, 탁아소 및 플레이 그룹의 교사들.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일반의 또는 어린이 지원 봉사자들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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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상상력은 계속 자라납니다. 자녀들은 흥미 있는 이야기를 꾸며내어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다 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2-3가지의 지시들을 따를 수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직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더 많은 것을 혼자 해보고 
싶어합니다. 이는 학교에 가기 위한 좋은 연습이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사용하기 더 편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다른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잡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필을 쥐는 것이 학교에서 글씨쓰기에 가장 좋 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어린이들의 손에 글씨를 쓸 수 있는 힘을 길러 줍니다.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낙서와 글자가 어떻게 다른지 알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상상력을 기르고 지식을 넓혀주기 위해 책, 정크 메일, 지도, 조리법 및 잡지들을 읽어 주십시오.

새롭고,좋아하는 동요를 부르세요. 동요에 있는 글자 패턴 과 발음소리들이 학교에 있는 아동책에서도 
나타 납니다.

자녀들과 함께 놀 때, (‘마지막’, ‘중간’, ‘전’, ‘깊이’ ‘약간’, ‘더 많이’, ‘더 적은’)과 같은 개념들을 조기에 
가르치십시오.

하루 TV 및 비디오 시청시간은 1- 2시간으로 줄이십시오. 쇼 프로그램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이 자신의 이름 글자를 알아보고, 말하고, 쓰기 시작하도록 격려하십 시요.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들의 이름과 소리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글자나 숫자를 모래, 손가락 페인트와 크레용을 사용하여 그리거나 윤곽을 따라 그리도 록 하십시오.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나?

아이들은 각각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요:

• 가족이나 친구들,
• 여러분의 지역 일반의, 지역사회 간호원 또는 사회복지사,
• 유치원, 탁아소 및 플레이 그룹의 교사들.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일반의 또는 어린이 지원 봉사자들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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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n from Introducing the English K–6 Syllabus to Parents and School Community Members NSW Board Of Studies 1998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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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 소문자와 대문자 쓰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