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기. 놀기. 읽기!

3-K 및

3-4세 대상 Pre-K

매일 자녀분이 일생 동안 읽기를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즐겁고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하기

■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구사하시는 언어로 자녀와 대화를 하십시오. 이를 통해 자녀분은 향후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배울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함
 께 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차례로 상상한 걸 말해 보십시오!
이런 활동은 자녀분이 상세 내용을 기억하고, 상상력을 키우며 듣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세
 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단어를 자녀분이 배울 수 있도록 자동차 경적 소리, 부르릉 거리는
버스 소리 그리고 강아지 짖는 소리와 같은 들은 소리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것을 시도해 보세요! 자녀분이 본인의 상상력을 활용하고 아이디어를 단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구름의
모양을 보며 차례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구름이 고양이 같구나! 넌 뭐가 보이니?”

놀이

■ 노래를 부르고 운율이 맞는 단어 찾기 게임을 해보십시오. 이런 활동은 자녀분이 읽기 학습을
향한 중요한 단계인, 단어를 구성하는 소리를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놀
 이터를 방문하여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횟수를 세 보십시오! 자녀분은 수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며 숫자를 세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공
 원에 가서 흥미로운 물건을 찾아 보십시오. 찾은 물건들의 크기와 색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활동은 어린이들이 상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런것을 시도해 보세요! 목욕을 하는 시간에 자녀분이 새로운 단어들을 기억하고 운율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래를 불러 보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노래를 부르시거나 어떤 언어 로든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불러 보십시오.

독서

■ 거리 간판, 레이블 및 시리얼 상자라도 읽어보십시오! 이런 활동은 자녀분에게 철자와 단어들이
모든 곳에 존재하며 어린이들의 읽기와 학교 생활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인
 근 도서관에서 자녀분이 스스로 책을 고르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런 활동은 어린이들이 책에
관심을 갖고 읽기를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도서관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은 쉽고
무료 입니다!
■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사하는 어떤 언어 로든 자녀가 좋아하는 책을 다시 읽어주십시오. 책일
다시 읽는 것이 규칙적인 일과를 만들고 자녀분이 책, 단어 그리고 이야기를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런것을 시도해 보세요! 자녀분의 이름의 첫 번째 철자와 똑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아보십시오.
철자와 단어를 인지하는 것은 독서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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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놀기. 읽기!
3-4세 대상

3-K 및
Pre-K

여러분의 가족이 읽을 준비를 시작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리소스가 아주 많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료로 책을 읽기 위해 myON을 이용해 보십시오.
myON 디지털 도서관은 스페인어 제목을 포함한 6,000권 이상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myON 뉴스를 통해 연령대
에 적합한 기사를 매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30일까지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무료로 이
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myon.com (신생아부터 4세까지 아동, 사용자 이름 “nyca” 및 비밀번호 “myon”)
맨해튼 어린이 미술관(Children’s Museum of Manhattan)으로 즐거운 방문을 계획해 보십시오
“함께 대화하는 시간(Talk Together Times)”은 차후 읽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와 매일 대화하는 것을 도와줄 것
입니다. 잦은 대화가 큰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cmom.org/all-the-way-to-k-and-beyond-posters/
가까운 도서관 분관을 방문하십시오
자녀와 책을 읽거나 집으로 책을 빌려 가시거나 스토리타임이나 기타 학습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또는
가정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 온라인 자료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맨해튼, 브롱스 및 스태튼 아일랜드
인근 도서관 검색: www.nypl.org/locations/map 또는 전화 (917) ASK-NYPL
어린 학생들을 위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www.nypl.org/education/parents/early-literacy
브루클린
인근 도서관 검색: www.bklynlibrary.org/locations 또는 전화 (718) 230-2100
어린 학생들을 위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www.bklynlibrary.org/learn/kids

퀸즈
인근 도서관 검색: www.queenslibrary.org/ql_findabranch 또는 전화 (718) 990-0728
어린 학생들을 위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www.queenslibrary.org/kids/parents-teachers/early-childhood
이동하실 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Vroom App을 다운로드 받아 보십시오
자녀분의 두뇌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낼 무료 Vroom App을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App.vroom.org/또는또는 귀하의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를 찾아 보십시오
Reading Rockets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읽기 툴을 사용해 보십시오
장애 아동의 학부모님들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학부모님들을 위한 독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readingrockets.org/article/reading-tips-parents-multiple-languages

말하기.놀기.읽기! 3-K 및 Pre-K 대상 정보는 맨해튼 어린이 미술관의“All the Way to K”, 아동 서비스 담당청 및 교육청의 협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