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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주십시오.

✔ 자녀가 이야기하며 나누려고 할 때 얘기할 기회를 주고 잘 들어 주십시오.
✔ 여러분이 관심 있게 듣고 있다는 것을 머리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거나, 소리,
말, 몸짓으로 나타냄으로써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되, 자녀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 이야기 해 준 것을 자녀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들은 것을 자신의 말로

✔ 식사 또는 외출과 같은 일을 계획하는 경우, 자녀와 함께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갖도록 해 보십시오. 그 일에 대해 자녀에게 아이디어를 물어 보는 것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의견을 듣기만 해도 되고 받아
적어도 됩니다.

✔ 달력에 있는 국경일같은 공휴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자녀에게 가족
달력에 중요한 가족 행사일을 표시하도록 시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이 유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거나 고쳐서 말해
줄 수 있습니다.

<http://www.pandc.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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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s Reading Challenge

✔ 생일이나 다른 특별한 행사들과 연관된 날짜, 달, 연도에 관해 이야기 하십시오.
✔ 운전 중에는 길 이름과 표시판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길 이름에 대해서는

researching the internet

바꾸어서 마음속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받아 적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sharing a book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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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이 하는 말을 도중에 가로막지 말고 하고자 하는 말을 끝까지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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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ing and listening tips

Five ways to build your child’s literacy skills K-4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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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㑁ⵝⰆ❵Ἂⱡṅ䇑(Premier’s Reading Challenge - 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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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책을 같이 읽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어린이들은 소리 내어 읽어주는 이야기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 책을 같이 읽기 전에 미리 읽는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 이야기나 그림에 대한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 읽은 책의 어느 부분이 흥미로웠거나, 재미있었거나 이상했는지 물어
보십시오.
■ 자녀에게 읽고 싶은 책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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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목소리로 풍부한 감정을 살려 음향 효과를 곁들여 가며
재미있는 표정과 함께 책을 읽어 주십시오. 목소리의 어조를 바꾸고,
목소리도 크거나 작게 다양하게 내십시오. 재미있게 읽고 즐기십시오.

■ 여러분은 자녀의 독서 배양을 위해, 주 수상배 독서 대회에 참여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여가 시간에, 아이들은 컴퓨터 및 컴퓨터 게임과 더불어 책읽기도 즐길 수
있습니다!
■ PRC에 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schools.nsw.edu.au/premiersreadingchallenge>
■ PRC에 참여하려면, 9월에서 다음 해 9월까지 1년간, 어린이들은 특별 선정된 도서 목록
중에서 일정한 권수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읽고싶은 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려고 노력하고, 평소에, 같이 책을 읽자고
해보십시오.

■ PRC 도서 목록에는 수백 권의 책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유머, 판타지, 추리소설, 시,
스포츠 및 실무 서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힐 (hill)과 홈 (home)이 같은 소리로 시작되고 트러블 (trouble)과
버블 (bubble)의 운이 어떻게 맞는지 아이에게 들려주십시오.

■ 어린이들은 주 수상이 서명한 증서를 받으며, 4년 동안 참가하면, 금장 증서를 수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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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책이나 다른 인쇄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에는 링크, 이미지, 아이콘 및 검색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인터넷은 여러분 자녀의 읽기 및 쓰기 능력 계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즉 지식을
수집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입니다.
■ 만일 읽을만한 책을 찾고 있다면, 출판사나 작가의 이름을 Google과 같이
신뢰할만한 검색 엔진에 입력해 보십시오. 신뢰할만한 출판사에는 Scholastic,
Penguin, Allen & Unwin 및 Pan Macmillan과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출판사들은 자체 데이터 베이스를 갖추고 있어서 신간 도서 미리 보기, 견본
발췌문, 표지 및 요약된 전체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시오:
■

무엇에 관한 프로젝트니?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니?

■

뭐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도움이 필요하니 아니면 혼자서도 괜찮니?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자:
■

정보를 찾으러 어디로 가려고 하니?

■

인터넷에서 조사하거나 동네 도서관에 가보면 어떨까.

■

정보를 얻기 위해 그 밖에 가볼 곳이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수집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발표/작성하려고 하니? 기사를 쓰거나, 구두 발표,
PowerPoint, 발표 포스터나 소책자를 만들 수 있을 꺼야.

힌트:

■ Children’s Book Council of Australia의 웹사이트에서 수상 후보대상
도서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cbc.org.au>

■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그대로 베끼지 말아라.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글로 분명하게 쓰도록 해라.

■ 다른 출판사들을 찾으려면 <http://www.publishers.asn.au>를.
도서 평론을 원하시면 <http://www.cool-reads.co.uk>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맞춤법 검사 (Spellchecker) 및 문법 검사 (grammar check) 기능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니?

■

<www.dictionary.com>을 이용해 단어의 철자를 확인해 보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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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나 프로젝트 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