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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질문을 하십시오! 운율이 같은 단어들에 대해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자동차랑 운율이 같은 단어가
뭘까?”) 또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십시오(그 책을 너는 왜 싫어하니?”).

	자녀의 리드를 따라주세요. 책이나 주제에 관심을 보인다면, 계속 그것에 관해 대화를 나누어 주세요!
	자녀와 함께 영화나 TV 쇼를 시청한다면, 시청하는 것에 관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
주인공이 행복하니 슬프니?”또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거라고 생각하니?”와 같은 질문을
하십시오.

이런것을 시도해 보세요! “첫 번째” 및 “마지막” 또는 “왼쪽” 및 “오른쪽”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자녀분이 새로운 단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 및 “아래”와 같이 반대 되는
단어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놀기

 녀분이 소리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단어 게임을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눈으로 ‘f-f-f-f’ 소리로
자
시작하는 무엇인가를 염탐하고 있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뭘꺼 같니?”라고 말해 보십시오.

 율 게임을 해 보십시오! 자녀분에게 운율이 맞는 단어를 알려주고 동물을 추측해보도록 해주십시오.
운
“나는 mat과 운율이 맞는 단어야. 나는...야” 버스, 지하철 또는 차안에서 자녀분과 함께 이런 게임을
해보세요.
 기면서 자녀분이 읽기 능력을 쌓을 수 있는 보글(Boggle) 또는 스크레블(Scrabble)과 같은 보드
즐
게임을 해보십시오. 또는 종이에 알파벳을 적고 자녀분이 어떤 단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십시오.

이런것을 시도해 보세요! 문장에서 단어를 듣고 손뼉을 쳐 보십시오(처음에는 한 음으로 된 단어 사용).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은 단어(c-a-t)에서 개별적인 소리를 듣고 손뼉을 치거나 긴 단어(ad-ven-ture)에서 한 음 마다 손뼉을 칠
수 있습니다.

독서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하십시오! 다양한 어린이 도서를 도서관에서 읽거나 자녀분이 가정에서 읽어볼
수 있도록 비려 올 수 있습니다. 도서관 카드를 만드는 것은 쉽고 무료입니다.

	어떤 언어로든 함께 큰 소리로 책을 읽어보십시오. 자녀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에 관한 책을 자녀
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함께 외출을 했을 때, 자녀분에게 간판의 철자나 단어, 상점 앞의 문구나 길의 사인을 소리내어 읽어보
도록 물어보십시오.
이런것을 시도해 보세요! 자녀분이 이미 일고 있다면, 차례를 정해 읽어보십시오! 한 페이지의 반을 읽고 자녀분에게
나머지 반을 읽어보라고 하십시오. “내용이 뭐니?” 또는 “주인공이 좋니?”라고 물어보십시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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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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에
적합한 기사를 매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30일까지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myon.com (유치원-2학년, 사용자 이름 “nycb” 및 비밀번호“myon”)

가까운 도서관 분관을 방문하십시오
자녀와 책을 읽거나 집으로 책을 빌려 가시거나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또는 가정에서 다운로드하
실 수 있는 온라인 자료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맨해튼, 브롱스 및 스태튼 아일랜드
인근 도서관 검색:
어린 학생들을 위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브루클린

인근 도서관 검색:
정보 및 무료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퀸즈

인근 도서관 검색:
정보 및 무료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또는 전화 (917) ASK-NYPL
전화 (718) 230-2100
전화 (718) 990-0728

Reading Rockets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읽기 툴을 이용해 보십시오
여름 방학 동안, 핸드폰으로 독서 요령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읽기쓰기 관련 문자를 받아 보시려면 핸드
폰을 이용하여 41411번으로 READING이라고 문자를 보내시거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학부모님들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학부모님들을 위한 독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즐거운 큰 소리로 읽는 비디오를 시청하고 읽기쓰기 게임을 해보십시오
Storyline Online은 즐겁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연기자들이 다양한 어린이 용 도서를 큰 소리로 읽어줍니다.
Reading Pioneers는 유튜부 채널을 통해 다량의 만화 책들을 큰 소리로 읽어주고 있습니다.
Unite for Literacy는 내레이션과 함께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도서 목록을 제공합니다.
PBS Kids는 자녀분이 알 수도 있는 TV의 등장인물들로 구성된 조기 읽기쓰기 게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