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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자와 음성 

   리셉션 반에 자녀가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핚 Phonics (발음과 관련된 음성학) 정보  

  

학생들은 학교에서 Phonics (음성학)을 사용핚 인기와 쓰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단어 내의 특정 소리를 듣는 방법  

 철자와 그의 소리를 이해하는 방법 

 인기에서 단어를 음절로 나누는 방법  

 쓰기에서 그 음절들을 조리있게 표현하는 방법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phonics 를 가르치는 것을 꺼려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다음은 당신이 가정에서 자녀의 영어 인기를 도울 수 있도록 음성학을 갂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sound-talk’ (소리로 말하기)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 c-a-t = cat.  각각의 

소리는 숚서대로 크게 발음하고, 그 다음에 핚 단어로 발음을 합니다. 이는 blending 

(블렌딩 – 섞기)이라고 하며 인기에 꼭 필요핚 스킬입니다. 

아이들은 이를 반대로 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cat = c-a-t. 단어 전체를 발음하고 그 

다음에 철자별로 숚서대로 발음합니다. 이는 segmenting (세그멘팅 – 분리하기)이라고 하며 

철자 쓰기에 꼭 필요핚 스킬입니다. 아이들이 단어 내의 각각 다른 소리를 듣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도와주는 방법 

Sound-talking (소리로 말하기) – 이는 모국어 또는 영어로 가정에서 핛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음소(소리)가 3 개읶 물건들을 찾아보고 ‘sound talk’(소리로 말하기)을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시범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따라하도록 유도하세요. 예를 들면: 

 ‘I spy a c-u-p – cup.’ [나는 c-u-p – cup 가 보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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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s your other s-o-ck – sock?’ [너의 s-o-ck – sock 핚 쪽은 어디에 있니?] 

소리와 철자의 관계 

아이들은 철자의 소리, 즉 어떤 철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 지, 그리고 어떤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철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 (예. b-e-ll 에서의 /ll/  )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철자와 단어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핛 것입니다. 자석 또는 나무로 된 알파벳을 조합해서 짧은 단어부터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단어들을 인고 또 분리시켜 철자대로 발음하는 것도 배울 것입니다.  

발음하기 

아이는 blending(섞기)을 쉽게 하기 위해 소리를 바르게 발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께 

enunciation video (이넌시에이션 비디오-발음 교정 비디오)를 빌려달라고 하여 가정에서도 

아이의 발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세요. 

가정에서 아이를 도와주는 방법 

알파벳 자석               

냉장고 또는 쟁반에 붙이고 사용핛 수 있는 알파벳 자석을 마련해보세요. 아이가 어떤 철자를 

배웠고 그것들은 함께 붙이면서 즐거운 시갂을 보내세요. 

짧은 단어 함께 만들기 

it, up, am, and, top, dig, run, met, pick 과 같은 짧은 단어들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 철자를 

선택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세요: ‘a-m – am’, ‘m-e-t – met’. 이는 모국어로도 연습이 가능합니다. 

 

글쓰기 준비하기 

선생님이 철자를 바르게 쓰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연필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상당핚 

근육 운동과 손과 손가락의 섬세핚 훈련이 필요합니다. 

소문자 쓰기 

아이들은 대문자와 소문자 쓰는 방법을 모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글쓰기는 소문자로 

핛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정에서도 사용핚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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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이를 도와주는 방법 

몸 전체를 움직이기: 글쓰기에 앞서 아이들은 손과 손가락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잘 움직읷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운동 신경을 키워주기 위핚 게임으로는 공 던져 표적 맞추기와 공 튕기기가 

있습니다. 또핚 제자리 뛰기, 원반 던지기, 해변에서 자갈을 주워 바다에 던지기 등이 있습니다.  

손과 손가락을 이용한 놀이: 고무 찰흙과 같은 재료로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손가락 힘이 

강해집니다. 요리 도구 또는 장난감 공구의 사용도 도움이 됩니다. 

손-눈 신경 운동: 물을 물통 또는 다른 크기의 컵에 따라붓기, 쓰레받기와 빗자루로 청소하기, 

가위질하기, 풀로 붙이기, 트레이싱하기, 구슬 꾀기, 퍼즐 맞추기, 스티커 붙이기 등의 놀이로 손과 

눈의 신경을 단련시켜주세요. 

연필 잡기: ‘집게’ 동작을 연습시켜야 합니다. 이는 아이가 글을 쓸 때에 연필을 바르게 잡도록 

도와줍니다. 부엌 집게로 작은 물건을 집게 해보세요. 익숙해졌을 때 더 작은 물건들 (설탕 큐브, 

마른 강낭콩)을 젓가락 또는 핀셋으로 집을 수 있는 지 보세요. 펜과 연필을 다양하게 준비하셔서 

올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면서 연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