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부터 3 학년 학생들의 부모/보호자를
부모 보호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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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철자법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간단한 활동 및 게임을 통해 글자, 단어 및 철자법과
관련해서 자신감과 능력을 기르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준비 할
때, ‘부엌에서 네 이름과 같은 소리로 시작하는 것을 찾아라’ 라고 말하십시오.

주의: TV 를 끄세요. 방해물이 없을 때에 자녀들이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자녀는 낱말을 형성하는 글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인쇄물에는 어떤
정보가 있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글자와 단어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1 분 또는 2 분 정도 규칙적으로 하면 이
단계의 어린 연령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

모국어로든 영어로든 자녀에게 가능하면 자주 읽어주십시오. 알파벳 책,
이야기 책 그리고 심지어 생일카드 까지도 읽어주십시오.

•

동요를 반복해서 읽어주십시오. 그것들을 함께 암송하십시오.

•

자녀에게 읽어 줄 때에, 어떤 그림과 쉽게 어울리는 단어들을 지적하십시오,
예를 들어 고양이 또는 모자.

•

자녀들이 그들의 이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번째 글자부터
그냥 시작하십시오. 다른 단어에서 그 글자를 발견하면 지적하시고; 그 글자를
쓰시고; 부모님이 그 글자를 말하는 동안에 아이가 손가락으로 그 글자위에
똑같이 따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아이가 자신의 이름에 들어있는 글자들을 쓰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낌없이
칭찬을 하십시오 – 그 조그만 손가락으로 크레용을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의 큰
걸음이었으니까요!

•

첫글자는 대문자로 그 나머지는 소문자로 쓰십시오. 예를 들어, Shaun 이라고
쓰시고 SHAUN 이라고 쓰면 안됩니다.

•

자녀의 그림과 글을 전시하십시오. 그것들은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

아이의 등에다 손가락으로 크게 글자 하나를 쓰고 그것이 어떤 글자이고 어떤
소리를 내는지 물어보십시오. 아이에게 부모님의 등에도 글자 하나를 쓰도록
시키십시오.

•

여러분이 책을 읽어줄 때에 단어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예를
들어, ‘이 페이지에서 가장 긴 단어는 무엇일까?’ 또는 ‘고양이 (cat) 와 박쥐
(bat) 는 어떻게 다르지?’ 라고 물어보십시오.

자녀가 1 학년을 통하여 발전함에따라
여러분의 자녀는 철자법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고 소리와 글자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단어에서 가장 확실한 소리들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went 에서 wt 그리고 kitten 에서 ktn. 여러분은 아래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냉장고 표면 또는 자석이 붙는 판 위에 자석 알파벳 글자들을 이용하십시오.
함께 단어들을 조합하십시오.

•

집안 게시판을 만들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메시지를 쓰십시오.

•

자녀를 격려하여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쓰도록 하십시오.

•

아이 앞에서 쇼핑 목록을 적으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

아이와 함께 글자 찾기를 하십시오. 아이들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글자들을
집안이나 정원에서 그리고 산책하면서 또는 여행하면서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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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ulance, ants)
(Marcus Street)
(intersection, ice cream sign)
(number plate)

주변 그리고 바깥에서 볼 수 있는 표시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시오.

광고 우편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자녀에게 다음을 하도록 요청하십시오:
•

‘m’ 같은 글자 또는 ‘sh’ 소리가 들어있는 특정 낱말을 찾아 동그라기 치기

•

‘the’ 라는 특정 단어를 몇개나 찾을 수 있는지 세어보기 – 이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

두글자로 된 낱말 또는 세글자로 된 낱말 등에 밑줄 긋기.

자신감 기르기
여러분의 자녀가 발전함에따라, 글자와 그에 맞는 어울리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며 상당한 양의 단어들의 철자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아래에 소개된 방법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

아이들이 학교 놀이나 상점 놀이 등의 게임을 할 때 글을 쓰도록 요구하십시오.

•

자녀들에게 단어들의 철자를 말해보도록 격려하십시오.

•

아이들의 어휘 확장을 위해 특별한 관심사를 파악하십시오 – 동물, 스포츠,
공상과학소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들을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

매일 다양한 이유들을 만들어 쓰십시오 (점심 주문, 짧은 기록, 목록, 일기)

•

책뿐만아니라 신문, 잡지 및 만화책을 읽으십시오 – 이것들은 모두 어휘를
늘리고 실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

나는 어떤 낱말일까요? 놀이를 하십시오. 부모님이 단어 하나를 생각하고,
예를 들면 holiday, 한 글자만 게시판에다 정확한 위치에 씁니다 (_ _ l _ _ _ _).
그러면 아이는 그 단어가 무엇일까 추측을 합니다. 결국에 아이들이 그 단어를
알아 맞출때까지 아이가 틀린 답을 말할 때마다 또 다른 한 글자를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

단어 탐정 놀이를 하십시오.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십시오. 어떤
낱말이 boat 와 운이 맞을까? 예를 들면, coat, float 또는 어떤 낱말이 long 과
반대의 뜻을 가질까? 답:short

•

‘together’와 같은 한 단어로부터 오직 구성 글자들만을 사용했을 때 몇개의
낱말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맞추어보십시오 (he, get, greet, there, otter, other)

•

스무고개 놀이를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철자를 배울 필요가 있는 단어
하나를 생각하십시오. 아이는 그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 20 번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t’로 시작하나요? 그것은 먹는 건가요? 그것은
3 음절로 이루어졌나요?

•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하거나 여러분이 그들에게 쓴
이메일에 대하여 답장을 요청하십시오.

•

축하카드나 파티 초대카드를 만드십시오. 어린이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색상이 다채로운 상자를 구해서 그 안에
글쓰기를 더욱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집어 넣으십시오 – 색지, 형광펜,
색연필, 반짝이풀 및 조그만 스티거.

•

아이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그리고 그들의 대화 내용을 말풍선
(speech bubbles) 안에 쓰게 하십시오

혼동되기 쉬운 단어들을 다루는 비결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양의 단어들의 철자를 알게되며 새로운 낱말
들의 철자도 발음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래 소개된 몇가지
방법들을 시도함으로써 자녀들이 자신감을 얻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

낱말을 덩어리 또는 음절로 쪼개십시오. 우선 부모님이 각 음절을 발음할 때에
손뼉을 치십시오, 예를 들어 birthday (birth/day = 손뼉 두번); holidays
(hol/i/days = 손뼉 세번).

•

긴 낱말 속에 숨어있는 작은 낱말을 발견하십시오 (cat = at, soldier = so, sold,
old, die).

•

아이가 어떤 단어를 썼을 때, 어떤 글자가 틀렸다고 지적하기 보다는 종이에 그
낱말을 올바르게 쓴 후 아이에게 맞은 글자는 어떤 것이고 틀린 글자는 어떤
것인지 비교해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차를 타고 가면서 단어를 배우기
•

승용차, 버스 또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I Spy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게임을 하십시오.

•

자동차 번호판의 글자를 이용하여 짧은 문장을 만드십시오 (BEO = Bob eats
oranges; CPP = cuddly puppies play).

•

단어 연상 게임을 하십시오: 누군가 한 단어를 말하면 다음 사람은 이 낱말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단어를 말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beach,
fish, chips, seagulls.

웹사이트에서 단어를 배우기
어린이들을 위한 대화식 철자 학습 게임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기간 동안 아래 소개된 사이트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사이트들을 찾아
보십시오:
•

ozspell.com 은 사용자가 적당한 수준을 정해서 목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어를 주의 깊게 듣고 몇개의 글자로 되어있나를 보고 단어를
타이프하고 맞았나 점검합니다. 필요시, 아이들은 힌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amblesideprimary.com/ambleweb/lookcover/lookcover.html 은 쌍방향 게임을
제공하는데 Look, Cover, Write, Check 이라고 불리우는 매우 효과적인 철자
학습 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낱말을 보고, 암기하면 그 낱말은
안보이고 아이는 기억을 더듬어서 그 단어를 씁니다. 그 후 맞았나 점검됩니다.

•

funbrain.com/spell/index.html 에서 Spell Check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적절한
목록을 선택 한 후; 철자가 틀린 단어를 골라내서 올바르게 철자를 고칩니다.

•

eduplace.com/kids/hmsv/smg/ 은 사용자가 수준을 정한 후에 한 단어를
완성하기 위해 그 단어를 구성하는 올바른 부분들을 클릭하게 요구합니다.

부모들을 위한 추가 도움

만약 우리 아이가 철자법을 힘들어 한다면?
•

교사와 상의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설명드릴 것이며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 할 것입니다. 아이가 글쓰기를 배우는
중일 때 철자법에 대해 너무 많이 촛점을 맞추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때때로
그렇게 할 경우 재미가 덜하고 아이들이 쓰기를 그만 둘 수도 있습니다.

•

인내하며 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 만약 아이들이 부모님이 너무 급하거나
실망했다고 느끼면, 아이들의 걱정은 늘고 자신감은 저하됩니다.

•

글쓰기를 격려하세요. 연습을 자주하면 자신감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다른 언어나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영어의 모든 발음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올바르게 쓸 수 있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2 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영어의 글자들과 발음들에 대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동안에,
모양을 보고 단어를 인식해서 철자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어떤 어린이들은 모국어로 철자를 말하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모국어 능력은
가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아이가 제 2 외국어를 습득하도록 지원하십시오
지원하십시오.
십시오
모국어로 읽고 쓸 수 있는 어린이들은 보통 난생 처음으로 읽기,
읽기 쓰기 및 철자법의
개념을 배우는 아이들보다 더 빨리 영어로 읽고 쓰는 것을 배웁니다.
배웁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장애 아이들은 배우는 것에 있어서 방법이나 속도가 다를 수 있으나, 그들과 친밀하게
활동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며 유익을 얻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위에
배움을 더하고 귀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이용하십시오. 아이의
학습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교사와 친밀하게 협력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