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시작
가족전체가 참여해야 하는 읽기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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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과 보호자님께,
지식기반 세계 경제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반드시 높은 수준
의 읽기 쓰기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또한, 비판적인 사고와 판별력 있는
정보 사용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초적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은
필수입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읽기 자료를 이해할 수 있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작문
실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서 정보를 찾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복잡한 이슈에 관해 비판적으로 사
고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읽기 쓰기를 통해 새로운 지식의 세
계에 눈을 뜨게 되며 이에 관한 질문과 답을 연구하고 독립심을 키우게 됩
니다. 따라서 읽기 쓰기는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여는 창이 됩니다.
읽기 쓰기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 표지와 시리얼 상자
에 있는 문구를 읽는데서부터, 가정내에서 모국어로 듣는 가족 이야기, 인
터넷 검색까지 여러 장소와 방법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아이
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는 날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 아이들의 읽
기 쓰기 능력을 개발하는 데 귀하가 지원하고 읽기 쓰기가 가정의 주요 관
심사로 자리 잡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때 읽기를 배우는 준비과정에
있어 학부모와 보호자가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능력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초
등, 중등, 고등학교를 진학하며 발전하는데 가족의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중
요합니다. 본 책자는 아이의 발전과정에서 무엇을 예상하고 아이의 수업에
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되며 아이의 발전에 도움을 될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학부모님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엘 I. 클라인 교육감 올림

읽기 쓰기:
어린이들의 미래를 여는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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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읽기 쓰기능력을 갖춘 학생들은 성공적인
학업을 하고 스스로 흥미있는 분야를 개척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기 쓰기란 무엇인가? 2

가족 읽기 쓰기 안내서는 학부모와 보호자가 출
생부터 12학년까지 학생의 읽기 쓰기능력을 강
화하는데 사용하도록 교육 관계자와 도서관 사
서들이 개발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아이가 읽기 능력을 개발하는지
•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할지
•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도
록 가정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학년별 추천 도서 목록은 뉴욕시내 도서관과 학
교들에 구비되어 있는 좋은 도서를 학생들이 접
할 수 있도록 교사와 도서관 사서들이 선정한 것
입니다. 추천 도서를 통해 가정에서 재미있는 읽
기 쓰기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어린이들이 읽기 쓰기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
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참고자료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로서 귀하께서는 자녀 교육의 중대한 역
할을 맡고 계십니다. 학생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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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쓰기란

읽기 쓰기란
읽기 쓰기 능력이란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사용하여 타인과 교류하고 새
로운 정보를 배우며, 정보 교환 및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어린이들의 읽기 쓰기 능력은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달합니다.
시작 단계에서...
음성에 의미가 있음을 인식

옹알이 및 음성 모방

다음 단계로...
듣기

들은 음성을 이해

말하기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을 설득

글자와 단어 인식 학습

읽기

문자로 된 정보
발견 및 이해

연필 잡기 습득

쓰기

개인적 표현 및
용건에 대한 글쓰기

만약 귀하의 자녀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
...타인과 의사 소통을 잘 하는 능력을 개발한다면
미래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기 쓰기 능력은 어떻게 개발되는가?
모든 어린이는 특별합니다. 어린이들은 자신만의 장점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어린이마다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그 누구보다 자녀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장점과
관심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의 읽기 쓰기 능력을 위해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각 어린이마다 자신만의 발달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읽기를 일찍 시작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린이는 읽기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읽기의 즐
거움을 일 이년 늦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읽기 쓰기 

읽기 쓰기를 가정생활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방법
귀하가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대화
자녀와 대화를 하십시오. 자녀의 관심사항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십시오.
질문
자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과 “예” 또는 “아니오” 라고만 대답하
지 않고 문장으로 말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십시오. 말하기와 듣기는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경청
자녀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자녀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자녀가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대화
자녀와 많은 것에 대해 대화를 하십시오.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깨닫고 풍
부한 어휘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녀와의 대화 중에 사용된 단어에 대해 설
명해 주십시오.
좋은 환경 제공
자녀와 함께 동물원, 도서관, 박물관, 운동 경기장 및 문화 행사장에 방문
해서 여러 교육적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방문에 대해 함께 이야
기를 나누십시오.
방문
자녀와 함께 도서관, 서점, 도서 축제 및 지역 센터에 가서 좋아하는 저자
의 강연을 들으십시오.
독서
자녀에게 규칙적으로 책을 읽어 주십시오. 신생아 때부터 하루에 십 분씩
책을 읽어주면, 학교 입학 때쯤에는 3,000시간 이상 책을 읽어 주신 셈이
됩니다.
지도
자녀에게 특정 목적을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
를 들어, 메뉴 읽기, 감사 편지 쓰기, 관심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 표현하
기 등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정에서의 읽기 쓰기

참여
자녀의 수업에 참관하십시오. 귀하가 이야기, 문화적 배경 및 여러 정보를
공유하면 자녀의 교육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학생에게 보여주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려
자녀가 소설 및 문학작품에서 전기, 시, 및 기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안
내 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도록 장려하십시오.
자료조사
도서관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된 자료를 찾아 보십시오. (테이프 또는 CD로
된 책, 비디오, DVD 등)
장려
자녀에게 읽기 쓰기 능력을 사용해 타인을 돕도록 장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기, 편지 쓰기, 전화 메시지 및 쇼핑 목록 작성하기.
지원
자녀가 미래를 계획하도록 돕고 읽기 쓰기 능력이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도록 하십시오.
귀하는 여러가지 도움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읽기 쓰기 능력이 반 친구들보다 부진할 경우,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지역
단체가 있습니다. 본 책자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 학습지원 관련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방과후 프로그램
개별 지도 서비스
도서관과 귀하의 거주 지역내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자녀의 교사는 귀하의 가장 중요한 협력자중 하나입니다. 학생의 읽기 쓰기 능력
배양은 교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교사와 직접 혹은 전화 면담 약속을 하시기 원
하시면 학교에 전화해 교장실이나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메시지를 남기십시오.

가정에서의 읽기 쓰기 

교사는 귀하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질문하십시오.
이번 해에 학생에 대한 학습 기대치가
무엇인가
학업진전사항이 어떤지
대한 어떤 장점과 관심분야를 발견했는지
학습이 더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교사도 귀하에게 다음의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교사에게 자녀가 좋아하는 책, 취미,
관심사를 얘기해 줍니다.
자녀가 집에서 쓰는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교사와 공유합니다.
자녀가 어려워하는 분야와 집에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합니다.
학교의 다른 관계자들도 학생의 읽기 쓰기 능력 개발
을 위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
교장
방과 후 프로그램 주임
학부모 코디네이터

?

알고
계셨습니까...
유아기(3세까지)는 육체
적, 지적, 심리적인 발달
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
다. 두뇌 발달의 80퍼센
트는 바로 이 기간에 이루
어 집니다.
아이는 유치원에 입학할
때까지, 일생동안 배울 분
량의 절반에 달하는 것들
을 학습하게 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아이는
듣기를 통해 모국어를 학
습하게 됩니다.

4세를 전후하여, 아이는
동운어를 만들고 시와 여
러가지 이야기에 귀를 기
울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문화에는
아기와 유아를 위한 자장
가, 동요, 손가락 놀이가
있습니다.

2세부터 7세에 이르기까
지, 아이는 자신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한
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읽기 쓰기 능력

필요한 읽기 쓰기
능력을 갖추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
출생에서 유아원까지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고 반응합니다. 옹알이를 하고 흉내를 내며 말
을 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읽기 쓰기 개발에 중요하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많은 단어와 이야기를 들을수록 추후 영어 읽기 쓰기를 쉽게 배
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듣는 것을 좋아하며 재미있는 책을 반복해서 소리 내어 읽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이야기 해주는 것을 듣기 위해 “왜?”라고 질문
합니다.
아이들은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성에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일단 발
견하고 나면, 새로운 단어를 매우 신속하게 습득하여 어른과 대화하기 위해 습득
한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을 갖는 것을 좋아하며 점차적으로 앞에서 뒤
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법을 배웁니다. 각종 유아원(Preschool)
어린이들은 알파벳을 배우고 글자를 인지하며 이를 소리와 연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른들의 행동을 흉내내며 낙서와 그리기를 통
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습득합니다.
가정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읽기 쓰기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아이와 대화 하십시오.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 대화하십시오. 아이가 보는 물건에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표지판이나 라벨의 단어를 가리키며 그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책속의 그림에 대해 대화하십시오.
아이가 보는 TV 쇼나 비디오에 대해 대화하십시오.
가족, 좋아하는 기억 및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십시오.
동요를 가르치십시오.
알파벳 송을 가르치십시오.
흉내내기 게임을 하십시오.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로 무엇을 하는지 묘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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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이가 보고 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아이의 낙서와 그림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 주게 하십시오.
아이의 질문을 잘 들어주고 답을 해 주십시오.
아이에게 읽어 주십시오.
자녀에게 날마다 책을 읽어 줄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도서관의 책을 이용하십시오. 자녀가 스스로 책을 고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떠한 것이든 상관 없이 그 언어로 자녀가
좋아하는 책을 반복해서 읽어 주십시오.
잡지나 카탈로그에서 그림을 오려내어, 함께 읽을 책을 만들어 보십시오.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로 아이에게 읽어줄 수
있는 사서가 있는 공립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아이를 데려 가십시오.
알파벳 책을 사용하여 문자의 소리를 가르치십시오.
아이가 그림 그리고 쓰도록 권장하십시오.
그림 도구를 제공해 주고 그림을 붙여 놓으십시오.
좋아하는 이야기책에 나오는 장면을 그려 보게 하십시오.
아이가 그리는 그림속의 물건들에 이름을 써서 단어와 생각을 연결할수
있게 하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 주게 하고, 그것을 써 보게 한 다음
다시 읽어 보게 하십시오.
읽고 쓰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 주십시오.
선물을 할 때, 책, 크레용, 특수 종이, 잡지 구독증 등을 주어 집안을 읽기
쓰기 능력을 개발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만드십시오.
읽고 쓰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 주십시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읽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사용하는 “어른”들의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미취학 자녀의 읽기 쓰기 능력을
개발하기 좋은 10가지 장소

10.도로 표지판 및 광고판
9.사는 지역
8.식당
7.공원과 동물원
6.놀이터

5.상점
4.도서관
3.버스와 기차
2.집
1.모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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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소리내서 읽어줄 수 있는 권장 도서:
출생에서 유아원까지

이 연령대의 아이들을 위한 추천 도서의 목록입니다. 본 도서들은 귀하의 지역
공립 도서관에서 구하실수 있습니다. 이외 추천할만한 다른 도서가 있는지 도서
관 사서에게 문의하십시오.
작가

도서 명

Molly Bang
Byron Barton
Margaret Wise Brown

Ten, Nine, Eight
The Little Red Hen
Goodnight Moon
The Runaway Bunny
The Very Hungry Caterpillar
The Grouchy Ladybug
Maisy Goes Swimming
Freight Train
Growing Vegetable Soup
My Colors = Mis Colores
The Everything Book
Hush! A Thai Lullaby
Exactly the Opposite
The Snowy Day
Whistle for Willie
Whose Mouse Are You?
Carrot Seed
Swimmy
The Arnold Lobel Book of Mother Goose
Tuck-Me-In-Tales
Chicka Chicka Boom Boom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Big and Little
The Little Engine That Could
The Tale of Peter Rabbit
Goodnight, Gorilla
Margaret and Margarita/Margarita y Margaret
Cars and Trucks and Things That Go
Alligators All Around
No, David!
Ballerina
Fire Truck
Baby Says
A Child’s Garden of Verses
Dinosaur Roar!
I Love My Hair!
Max’s Breakfast
Don’t Let the Pigeon Drive the Bus!
The Wheels on the Bus

Eric Carle
Lucy Cousins
Donald Crews
Lois Ehlert
Rebecca Emberley
Denise Fleming
Minfong Ho
Tana Hoban
Ezra Jack Keats
Robert Kraus
Ruth Krauss
Leo Lionni
Arnold Lobel (Illustrator)
Margaret Read MacDonald
Bill Martin, Jr. and John Archambault
Bill Martin, Jr. and Eric Carle
Margaret Miller
Watty Piper
Beatrix Potter
Peggy Rathmann
Lynn Reiser
Richard Scarry
Maurice Sendak
David Shannon
Peter Sis
John Steptoe
Robert Louis Stevenson
Paul and Henrietta Stickland
Natasha Anastasia Tarpley
Rosemary Wells
Mo Willems
Paul Zelin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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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치원의 시기는 열심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때입
니다. 아이는 소리와 단어를 탐구하고 언어를 학습합
니다. 수업시간에 책 읽기, 알파벳 학습,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 교사와 대화하는 것과 같은 정식 읽기 쓰기
활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치원을 졸업할 무렵에 일부 아이들은 단지 이야기
듣기만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글자
와 간단한 단어를 읽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대
부분 유치원 아이들은 알파벳 (문자와 소리)을 배우
고 자신의 이름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
주위에서 보는 “STOP”과 같은 단어들을 종종 알아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10까지 셀수있고 숫자를 알
아볼 수 있게 됩니다.

?

알고
계셨습니까...
아이가 얼마나 쉽게 읽기
를 배울지에 예측을 위한
가장 좋은 척도는 입학당
시 아이의 어휘력입니다.
영어에는 다른 어떤 언어
보다도 가장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다른 언
어의 단어를 차용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줄줄 외울 정
도로 좋아하는 책을 들고 앉아 책을 읽는 흉내 내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놀면서 이야기 내용을
연기해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학습 방법
말하기와 듣기
언어의 소리 학습: 소리내기 연습, 소리를 결합하여 단어 만들기, 단어를 분해하여
개별적인 소리내기 (음소체계).
소리, 문자, 단어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학습 (파닉스).
서로 대화하기, 이야기 말하기, 의견 발표회 참여, 동운어 만들기, 역할 놀이,
상상력 사용하기.
급우들의 말 경청하기.
질문하기.
차례를 지켜 말하기.
지시를 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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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아이들이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스스로 선택했으므로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을 즐깁니다.
자신의 가정 문화, 언어, 전통을 급우들과 공유.
교사가 소리내서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말해보고 대화하기.
철자의 발음을 알고 단어를 만드는 각 철자의 소리가 어떻게 어울어지는지 인식하기.
소리내서 읽기.
모르는 모든 단어에 대한 걱정 없이 중단하지 말고 다양한 책을 읽고 즐기기.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 보도록 노력하기.

쓰기
스스로 발음할 수 있는 문자와 단어 써보기.
스스로 고안한 철자와 (들리는 대로 쓰기) 그림을 사용하여 이야기 쓰기 시작.
스스로 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볼수 있도록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교사가
받아 적기.

가정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읽기 쓰기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말하기와 듣기
아이가 하루 동안 무엇을 했고 봤고 읽었는지 대화하기.
아이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장하기.
단어의 소리와 사용방식을 연관짓는 게임을 하고 노래를 하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에게 말해주기.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가 타인의 말을 경청하도록 지도하기.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소 가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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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아이에게 책을 크 소리로 읽어주고 책에 대해 대화합니다. 아이가 전에 읽었던
이야기들과 현재 이야기의 연관점을 찾아줍니다.
아이가 함께 익숙한 책을 읽습니다.
상표, 시리얼 상자, 상점 간판 등 여러 인쇄물을 아이가 읽고 발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쓰기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그림속 이야기에 대해 대화합니다. 아이가 듣거나 본
이야기와 영화의 내용에 대해 그림을 그릴도록 권장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쓰기를 배울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 자신의 생각을 쓸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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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소리내서 읽어줄 수 있는 권장 도서: 유치원

이 연령대의 아이들을 위한 추천 도서의 목록입니다. 이외 추천할만한 다른 도서
가 있는지 도서관 사서에게 문의하십시오. 본 도서들은 아래의 장소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 도서관
• 학급 문고
• 인근 공립 도서관
작가

도서명

Ludwig Bemelmans
Jan Brett
Sandra Cisneros
Nina Crews
Doreen Cronin
P. D. Eastman
Wanda Gag
Eloise Greenfield
Bill Harley
Kevin Henkes

Madeline
The Mitten
Hairs/Pelitos
One Hot Summer Day
Click, Clack, Moo: Cows That Type
Go, Dog, Go!
Millions of Cats
She Come Bringing Me That Little Baby Girl
Sitting Down to Eat
Chrysanthemum
Lilly’s Purple Plastic Purse
Wemberly Worried
Off to School, Baby Duck
Arthur’s Pen Pal
Don’t Forget the Bacon
The Doorbell Rang
George and Martha
Make Way for Ducklings
Blueberries for Sal
Mirandy and Brother Wind
I Stink!
If You Give a Mouse a Cookie
Max Found Two Sticks
The Squiggle
Where the Wild Things Are
The Cat in the Hat
Green Eggs and Ham
Spicy Hot Colors
Duck on a Bike
Amos & Boris
Dr. De Soto
Subway
The Little Red Lighthouse and the Great Gray Bridge
Farmer Duck
Knuffle Bunny: A Cautionary Tale
A Chair for My Mother
Umbrella

Amy Hest
Lillian Hoban
Pat Hutchins
James Marshall
Robert McCloskey
Patricia McKissack
Kate McMullan
Laura Joffe Numeroff
Brian Pinkney
Carole Lexa Schaeffer
Maurice Sendak
Dr. Seuss (Theodore S. Geisel)
Sherry Shahan
David Shannon
William Steig
Anastasia Suen
Hildegarde Hoyt Swift
Martin Waddell
Mo Willems
Vera B. Williams
Taro Ya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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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어린이들은 서로 다른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갖고 1학년으로 진학합니다. 책을 읽
을 수 있는 어린이들도 있고, 읽기를 막 시작한 어린
이들도 있으며, 읽기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어린이들
도 있습니다. 1학년이 끝날 때가 되면 대부분 어린이
알고
들의 읽기 능력이 향상되며 요약하는 능력과 읽은 이
계셨습니까...
야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1학년의 쓰기 능력은 읽기 및 듣기 경험과 밀접한 관련
이 있습니다. 동화를 알고 있는 어린이들은 스스로 이
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1학년 때 글
을 잘 쓰는 반면,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린이들
도 있습니다. 1학년이 끝날 때가 되면 대부분의 어린이
들은 쓰기와 그리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자
신이 듣는 데로 글자를 써서 단어 (소리 나는 대로 쓰
기: invented spelling)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공립 도서관들이 처음으
로 어린이용 도서대여를
개시했을때 당시에는 어
린이만을 위한 책들이 거
의 없었습니다. 현재는 아
기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책들이
일년에
13,000권 이상 출판되고
있습니다.

많은 2학년들은 읽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읽기
를 잘하고 싶어합니다. 2학년 동안 어린이들은 좀 더
복잡한 줄거리를 가진 책을 읽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일부 어린이들은 여러 장(chapter)으로 구성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어른이
집에서 읽고 쓰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읽기 쓰기가
자신도 하고싶은 “어른의
활동’이라는 인식을 심어
줍니다. 따라서 읽기 쓰기
를 모범으로 보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2학년의 글에는 개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재미 삼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소리 나는 대로 쓰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 또는
작가를 모방하여 새로운 종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
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학습 방법
말하기와 듣기
이야기를 하고 연기해보기.
자신의 아이디어와 관찰한 사항을 급우 및 교사들과 공유하기.
급우 및 교사들과 책에 대해 대화하기.
가족 이야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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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소리와 철자를 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발음해 보기.
단어의 의미를 탐구하고 관련 단어를 찾아보며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학습하기.
자신의 읽기 수준에 적합한 책 선택하는 법 배우기.
읽고 쓴 것을 내용을 감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대화 및 서로에게
권장하기.
읽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사용. 예를 들어, 단어를 발음해보고,
단어 중 익숙한 부분을 찾아보며, 문장이나 이야기에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 등.
시, 그림책, 이야기 책, 정보 책자 읽기.

쓰기
쓰기의 여러 종류 탐구. 예를 들어, 좋아하는 단어를 노트에 적거나 친구들에게
메모를 적어주기.
도입, 전개, 결말이 있는 이야기 쓰기.
자신이 쓴 글에 대해 대화.
일상적인 단어의 철자를 정확히 쓰기.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대문자를 사용.
쓴 글을 출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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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읽기 쓰기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말하기와 듣기
아이의 읽기와 쓰기 연습에 참여하십시오.
아이와 함께한 경험에 대해 얘기하십시요. 아이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얘기하도록 시켜보십시오.
아이의 읽기와 쓰기에 대해 아이와 얘기하십시오. 아이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때는 질문을 하십시오.
“I Spy” 주니어 스크래블(Junior Scrabble), 트리비얼 퍼슈트(Trivial Pursuit)와
같은 게임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대화 중에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십시오.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키십시오.

읽기
매일 아이와 함께 글을 읽으십시오. 자주 읽어주고 반대로 아이가 귀하에게
읽어주도록 하십시오. 이야기에 대해 기억하는 점, 생각하는 점, 의문점에 대해
얘기하십시오.
귀하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글을 읽는 것이 편하다면 영어와 모국어로 함께
되어있는 책을 읽으십시오. 이를 통해 자녀가 두 언어 모두를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차례로 언어를 바꾸어 가며 글을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아이의 읽기 학습을 도와 주십시오. 이야기 본론과 상관 없는 실수를 할 경우, 굳이
정정하며 흐름을 끊지 마시고 그림과 철자 발음을 사용하여 단어를 읽는 것을 도와
주십시오.
같이 읽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등장인물이 무슨일을 할지 예측해 보도록 권장하십시오.
책을 대여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공공 도서관에 가십시오.
이야기, 그림책, 시집, 실화같은 갖가지 종류의 책과, 신문, 표지판, 시리얼 박스와
같은 주위의 여러 종류의 매체를 이용해 글을 읽도록 권장하십시오.
이야기를 귀하에게 읽어주도록 시키고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십시오.

쓰기
친척에게 쓰는 편지나 식료품 목록과 같은 것들을 아이에게 써보라고 시키십시오.
아이에게 메모를 남기고 귀하에게도 메모를 남기도록 권장하십시오.
집에 컴퓨터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글을 써볼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16 자녀의 읽기 쓰기 능력
권장 도서: 1-2 학년

이 연령대의 아이들을 위한 추천 도서의 목록입니다. 귀하가 자녀에게 읽어 주거
나 자녀가 귀하에게 읽어 주도록 하십시오.
이외 추천할만한 다른 도서가 있는지 도서관 사서에게 문의하십시오.
본 도서들은 아래의 장소에서 구하실수 있습니다.
• 학교 도서관
• 학급 문고
• 인근 공립 도서관
작가

도서명

Harry G. Allard
Margery Williams Bianco
Marc Brown
Virginia Lee Burton
Doreen Cronin
Tomie De Paola
Arthur Dorros
Heather Forest
Hardie Gramatky
Lily Toy Hong
Elizabeth Fitzgerald Howard
Angela Johnson
Kathleen Krull
Munro Leaf
Arnold Lobel
Margaret Read MacDonald
Gerald McDermott
Betty Miles
Brian Pinkney
Faith Ringgold
Cynthia Rylant

Miss Nelson is Missing!
The Velveteen Rabbit
Arthur’s Nose
Mike Mulligan and His Steam Shovel
Diary of a Worm
Strega Nona
Abuela
Stone Soup
Little Toot
Two of Everything: A Chinese Folktale
Virgie Goes to School with Us Boys
Julius
Wilma Unlimited: How Wilma Rudolph Became the World’s Fastest Woman
The Story of Ferdinand
Frog and Toad are Friends
Old Woman Who Lived in a Vinegar Bottle
Zomo the Rabbit: A Trickster Tale from West Africa
Hey! I’m Reading!
The Adventures of Sparrowboy
Tar Beach
High-Rise Private Eyes series
Poppleton series
The True Story of the 3 Little Pigs!
Horton Hatches the Egg
Caps for Sale
Brave Irene
Doctor De Soto
Sylvester and the Magic Pebble
Stevie
Alexander and the Terrible, Horrible, No Good, Very Bad Day
Yoko

Jon Scieszka
Dr. Seuss (Theodore S. Geisel)
Esphyr Slobodkina
William Steig
John Steptoe
Judith Viorst
Rosemary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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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학년
3-5학년에게서는 읽기와 쓰기가 수월해지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읽기와 쓰
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읽기만을 배우는 것
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과 지식을 얻기 위해 글을 읽습
니다. 어린이들은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될 때 큰 기쁨
알고
을 느끼며 이야기 책과 참고도서 모두를 읽고 싶어합
계셨습니까...
니다. 동시에 여전히 어른들이 이야기 책을 읽어 주
는 것을 좋아하고, 대화할 때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
백과사전, 사전 등과 같은
보고 싶어하며 자신의 작문을 교사나 가족과 함께 공
대다수 참고 서적들은 8학
유하고 싶어합니다.
년 수준의 언어로 쓰여져

?

학교에서 어린이들은 모든 과목 분야에 걸쳐 읽고 쓰
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습
니다.
• 이야기를 읽고 그에 대해 극본 짜기
• 그들이 배운 외국의 장소에 대해 여행 책자를
만들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좁은
지면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 4학년부터 7학년까
지의 학생이 참고서적을
사용하려면 도움을 받아
야 합니다.

7세와 11세 사이에 아이
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 단어와 숫자로 수학 문제의 해답 적기
• 자연 견학을 한뒤, 가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관찰 사항 쓰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학습 방법
말하기와 듣기
잘 정돈되어 있고 사실에 근거한 주제의 아이디어를 급우들에게 발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디어 표현 (토론, 발표, 연극, 시 발표 등).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관점을 서로 비교하기.
질문하고 타인의 주장에 동의 또는 반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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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개별적으로 혹은 그룹을 지어 읽기.
감정표현을 하여 소리내어 읽기.
읽은 책의 인물, 배경, 주제, 구체적 내용에 대해 대화.
내용을 이해하고 읽은 내용을 직접 서술하기.
읽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연관지어 보기.
작가의 의도를 질문해보고 읽으면서 답 찾기.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스스로 해석하기.
정보를 읽고, 주제에 대해 한가지 이상의 자료를 참조하여 정보검색.
일정 시간동안 혼자서 독서하기.

쓰기
여러가지 목적으로 쓰기: 이야기 서술, 정보 전달, 사람들의 삶 묘사, 시적 표현.
독자들의 반응을 유발하기 위한 이야기 서술.
적어도 3가지 출처를 사용하여 사회과목 리포트 작성과 같은 여러 과목의 글쓰기
학습.
운과 운율형식과 같은 언어구조 학습.
문단과 같은 쓰기의 형식 학습.

가정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읽기 쓰기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말하기와 듣기
학교, 친구, 활동에 관해 자녀와 대화하십시오.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권장하십시오.
자녀의 관심사, 걱정,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이시고 아이의
의견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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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자녀가 읽고 싶어하는 책에 대해 대화하시고 자녀가 귀하에게 책을 읽어주도록
하십시오.
이미 읽었던 책들과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녀에게 책을 많이 읽어 주십시오. 이야기가 자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
혹은 등장인물의 감정에 대해 대화하십시오. 다음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도록
권장하고, 줄거리에 대해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하십시오.
자녀의 관심분야에 적합한 책을 제공하시고 좋아하는 작가를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읽기학습과 숙제를 위해 조용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을 지정해 주시어 자녀를
격려하십시오.
아이가 심사숙고 하여 결정을 내리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TV 프로그램 시간표를
읽어주고 무슨 프로그램을 시청할지 함께 결정하십시오.
일년에 적어도 25권의 책을 읽도록 돕고 격려하십시오.

쓰기
아이가 쓰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 장소를 존중하십시오.
이야기와 시같이 다양한 형식으로 글을 쓰고, 글에 그림과 색깔을 이용하여 예쁘게
꾸미도록 권장하십시오.
자녀의 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자녀가 일기장을 스스로 보관하게 하십시오.
친구와 친척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족 신문을 만들어 자녀에게 글을 작성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인터뷰 할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20 자녀의 읽기 쓰기 능력
권장 도서: 3–5학년

이 연령대의 아이들을 위한 추천 도서의 목록입니다. 귀하가 자녀에게 읽어 주거
나 자녀가 귀하에게 읽어 주도록 하십시오.
이외 추천할만한 다른 도서가 있는지 도서관 사서에게 문의하십시오.
본 도서들은 아래의 장소에서 구하실수 있습니다.
• 학교 도서관
• 학급 문고
• 인근 공립 도서관
작가

도서명

Alma Flor Ada
Arnold Adoff
Julia Alvarez
Avi
Judy Blume
Eve Bunting
Frances Hodgson Burnett
Beverly Cleary
Andrew Clements

My Name is María Isabel
All the Colors of the Race: Poems
How Tia Lola Came to (Visit) Stay
Poppy
Double Fudge
Nasty Stinky Sneakers
The Secret Garden
Ramona series
Frindle
The Janitor’s Boy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The BFG
The Emerald Lizard: Fifteen Latin American Tales in English and Spanish
Because of Winn-Dixie
Tiger Rising
Half Magic
The Birchbark House
The Hundred Dresses
Joey Pigza Swallowed the Key
Zeely
Bunnicula
Class Clown
The Phantom Tollbooth
The Chronicles of Narnia
Number the Stars
Baseball Saved Us
Journey
Baby
Sidewalk Story
Felita
The Drinking Gourd: A Story of the Underground Railroad
Yang the Youngest and His Terrible Ear
Skinnybones

Roald Dahl
Pleasant DeSpain
Kate DiCamillo
Edward Eager
Louise Erdrich
Eleanor Estes
Jack Gantos
Virginia Hamilton
James Howe
Johanna Hurwitz
Norton Juster
C.S. Lewis
Lois Lowry
Ken Mochizuki
Patricia MacLachlan
Sharon Bell Mathis
Nicholasa Mohr
F. N. Monjo
Lensey Namioka
Barbar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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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도서명

Katherine Paterson
Andrea Davis Pinkney
Daniel Pinkwater
Karen E. Quinones Miller
Thomas Rockwell
Cynthia Rylant

The Great Gilly Hopkins
Alvin Ailey
The Hoboken Chicken Emergency
Ida B.
How to Eat Fried Worms
Missing May
Every Living Thing
Sideways Stories from Wayside School
Grandfather’s Journey
Time Warp Trio series
A Series of Unfortunate Events series
Off and Running
Maniac Magee
Crash
Lost Treasure of the Emerald (The Rodent’s Gazette series)
The Well
The Gold Cadillac
Sammy Keyes series
Justin and the Best Biscuits in the World
Charlotte’s Web
Little House series
The Hank Zipzer series
African-American Folktales for Young Readers
The Friends

Louis Sachar
Allan Say
Jon Scieszka
Lemony Snicket
Gary Soto
Jerry Spinelli
Geronimo Stilton
Mildred Taylor
Wendelin Van Draanen
Mildred Pitts Walter
E.B. White
Laura Ingalls Wilder
Henry Winkler, Lin Oliver
Richard and Judy Dockrey Young
Kazumi Yu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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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학년
십대 초반의 청소년들은 정체성 확립 및 타인과 관계
맺는 법등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강인함과 불안함, 자신감과 불확실함, 활
발함과 수줍음을 동시에 느낍니다. 가족과 학교는
안전하며 엄격하고 공평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다
양한 실체를 시험해 보도록 지원하여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또는 “이 일은 왜 나
와 관련이 있지?”와 같은 생각을 본인과 연관지음으
로서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갑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
은 “공정”과 “독립”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찾아낸 정보에 근거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때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재활용하기를
거부하는등의 항상 옳고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읽기, 쓰기 능력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다양한 통로로 자신을 표현하며, 자신의 삶
에 읽기와 쓰기를 접목시키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언어 사용 법을 배워야 합니다.

?

알고
계셨습니까...
자녀를 위해 구독할 수 있
는 어린이, 청소년용 잡지
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은 우편물을 받고 특별한
읽을 거리를 갖게 되는 것
을 좋아하며 인근 학교나
공립 도서관에는 여러 청
소년용 잡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여름동안 5, 6권
의 책을 읽는 것은 여름 학
기를 수강한 것과 같은 효
과가 있습니다.
글 읽기를 즐겁게 하면 독
해력이 증진됩니다.
많이 읽을수록 철자능력
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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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학습 방법
말하기와 듣기
주의깊게 듣고 다른이의 질문에 정중히 답변하기.
학교에서 동급생 및 교사와의 대화에 참여하기.
다양한 출처를 통해 서로 다른 관점의 정보 수집하기와 수집한 지식을 이용한 정확
한 증거를 기반으로 상대방 설득하기.

읽기
수업시간에 문학 서적, 정보 책자, 자서전, 잡지 기사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 읽기.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지식 비교 및 개념 요약과 작가의 관점 파악등 읽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이용하기.
즐거움을 위한 읽기.
잘 쓰여졌나, 정확한가, 작가는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나,
등 읽은 글 평가하기.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본인의 경험을 읽은 글과 연관짓기.
다른 학생들과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 위해 독서클럽이나 기타 모임에 참여하기.

쓰기
수업시간 마다 글쓰기.
책과 교사의 강의에 대한 메모 작성하기.
아이디어, 정보, 몇가지 출처에 기반한 관점들을 종합하기.
문학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서술하고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이유와 독자를 위한 글쓰기.
글을 깔끔히 다듬기 위한 교정작업하기.
전시회, 학교신문, 글쓰기 대회, 연극, 혹은 구두 리포트를 통한 글 출판
및 상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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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읽기 쓰기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말하기와 듣기
음악, 비디오 게임, 옷과 같이 자녀가 흥미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 대화하십시오.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화하십시오.
특정 주제에 대한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답변을 들어 주십시오. 자녀의 의견
을 존중하되 왜 그런 의견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 보십시오.

읽기
자녀가 동생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하도록
장려하십시오.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 경기에 대해 알아보기 등의 다양한 목적의 글 읽기를
장려하십시오.
읽고 쓰고 있는 내용에 담긴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장려하십시오.
자녀가 읽고 있는것에 대해 질문하고 개인적인 경험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수
있도록 대화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자주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녀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매년 최소 25권의 다양한 장르(소설 및 논픽션)의 책을 읽도록 장려하고
도와주십시오.
자녀가 즐겨 읽던 아동 도서를 보관하십시오. 중등학생들은 가끔 어렸을 때 읽었던
아동 도서를 다시 읽는 것을 즐깁니다.
소설, 정보책자, 만화책, 잡지, 신문과 같이 흥미로운 읽을 거리와 편안한 의자를
준비하여 자녀가 독서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쓰기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일기장에 표현하도록 장려하고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십시오.
조용한 장소, 다양한 색상의 새 공책, 색깔 잉크, 필기도구(컴퓨터, 사전, 명언집),
배경음악등 자녀가 글을 쓰는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녀가 쓴 글을 냉장고에 붙여 놓거나 복사하여 친척 또는 친구들에게 보내거나
청소년 모임 및 가족 모임에서 읽거나 보여주는 등 여러 사람과 자녀의 글을
공유하는 것으로 글쓰기를 격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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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도서: 6–8학년

이 연령대의 아이들을 위한 추천 도서의 목록입니다. 6,7,8학년 학생들은 여전
히 책 읽어 주는것을 즐기며 스스로 책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외 추천할만한 다른 도서가 있는지 도서관 사서에게 문의하십시오.
본 도서들은 아래의 장소에서 구하실수 있습니다.
• 학교 도서관
• 학급 문고
• 인근 공립 도서관
작가

도서명

Lloyd Alexander
Avi
Joan Bauer
Ann Cameron
Lori M. Carlson, editor
Alice Childress
Sook Nyul Choi
Susan Cooper
Bruce Coville
Chris Crutcher
Christopher Paul Curtis
Nancy Farmer
Anne Frank
Jean Craighead George
Virginia Hamilton
S. E. Hinton
Madeleine L’Engle
Lois Lowry
Robin McKinley
Nicholasa Mohr
Lillian Morrison
Walter Dean Myers

The Book of Three
Nothing But the Truth: A Documentary Novel
Squashed
Coli’bri
Cool Salsa: Bilingual Poems on Growing Up Latino in the United States
A Hero Ain’t Nothin’ But a Sandwich
Year of Impossible Goodbyes
The Dark Is Rising series
Jeremy Thatcher, Dragon Hatcher
Ironman
The Watsons Go to Birmingham, 1963
The House of the Scorpion
The Diary of a Young Girl
Julie of the Wolves
The House of Dies Drear
The Outsiders
A Wrinkle in Time
The Giver
The Hero and the Crown
El Bronx Remembered
It Rained All Day That Night
145th Street: Short Stories
Scorpions
The Other Side of Truth
When My Name Was Keoko
Bridge to Terabithia
Brian’s Hunt
A Long Way from Chicago
Freak The Mighty
The Golden Compass
The Upstairs Room

Beverley Naidoo
Linda Sue Park
Katherine Paterson
Gary Paulsen
Richard Peck
W. Rodman Philbrick
Philip Pullman
Johanna Re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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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도서명

Pam Munoz Ryan
Louis Sachar
Graham Salisbury
Steve Sanfield
William Sleator
Gary Soto
Suzanne Fisher Staples
Mildred D. Taylor
Yoshiko Uchida
Cynthia Voigt
T. H. White
Jacqueline Woodson
Laurence Yep

Esperanza Rising
Holes
Lord of the Deep
The Adventures of High John the Conqueror
Oddballs: Stories
Baseball in April and Other Stories
Shabanu: Daughter of the Wind
Roll of Thunder, Hear My Cry
Journey Home
Homecoming
The Sword in the Stone
Miracle’s Boys
The Lost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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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학년
고등학교 시절은 자신과 잘 통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본인의 존재에 대해 많은 생
각을 하는 과도기 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은 가족의 일원, 회사의 직원 또는 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준비하기 위해 수준 높은 읽기 쓰기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읽는 책과 실제 생활간에 실질적인 연관을 맺게 됩니다. 또
한 이력서, 대학 지원서, 일기 쓰기등 학교 과제 이외에도 글을 쓸 기회가 많아
집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읽기 쓰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선택:

10대 청소년들은 선택권이 주어졌을때 더욱 열심히 읽고 쓰기위한 의욕을
갖게 됩니다. 혼자 읽고 싶어하는 책을 고르고, 스스로 연구할 과제를 정하
며 작문을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나눌 것인지 결정하고 싶
어합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은 어른들을 위한 서적들을 읽고 즐기기 시작합
니다.
의견: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발표하고 자신
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받아 들여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화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사회적 교류:
이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읽기 쓰기 경험은 주로 친
구들과 영향을 주고 받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아이디어를 교환하는데
있습니다.
자신감:
청소년들은 능력있는 개인으로서 세상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읽기 쓰기
능력을 개발하며 스스로를 가치있고 자신있게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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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학습 방법
말하기와 듣기
질문하고, 들은 내용을 다시 서술하며,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연구과제를 구두로 발표하고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예와 사실을 기반으로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타인의 말을 경청하기.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기.
격의없는 논의에서 부터 연설에까지 다양한 유형의 말하기 경험 쌓기.

읽기
다양한 분야의 시, 논픽션, 소설 읽기.
새로운 지식과 사고방식을 발견하기 위한 독서하기.
학생들의 실제 생활, 열정, 학문적인 관심사에 연관된 주제들에 관한 조사하기.
책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독서클럽, 문학서클, 그 밖의 모임에 참여하기.
모든 과목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독서하기.
글이 공정하고 정확하며 완성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읽은 글에 대한 평가하기.
정보를 얻기위해 차트, 도표, 일람표, 그래프 사용하기.
내용에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은 의미를 유추하기.

쓰기
수업시간 마다 글쓰기.
타인과 함께 글을 수정 및 정정하기.
시, 이야기, 수필, 편지, 일기, 각본, 연구 보고서를 포함한 다양한 양식의 글을
써보기.
초안을 작성하고 생각의 표현과 사용된 언어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한 글을
다듬어보기.
쓴 글을 출판하거나 공연하기.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중요한 주제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 표현하기
(예: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독자 투고를 보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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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읽기 쓰기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말하기와 듣기
자녀가 읽고, 듣고, 공부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해 보시고 답변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숙제에 관하여 논의해 보십시오.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신문에 기재된 흥미로운 기사에 대하여 자녀와 함께 대화하십시오.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한뒤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십시오.

읽기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고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도록 장려하십시오.
매년 25권의 책을 읽고 이해하도록 장려하십시오.
개인적인 또는 학문적인 질문에 스스로 답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숙제, 독서, 글쓰기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 주십시오.
모든 가족들이 공공 도서관 카드를 발급받고 가족과 합께 도서관을 자주 방문
하십시오.
숙제, 학교 통지문, 학부모의 밤, 교사 방문,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자녀가 읽고 있는 것을 함께 읽은 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토론하십시오.

쓰기
일기장에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들을 적도록 장려하되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십시오.
자녀와 생각, 갈등 및 감정을 표현하는 글을 서로 교환하십시오.
글쓰기에 필요한 도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컴퓨터, 종이, 펜, 사전, 동의어 사전,
명언집과 같은 참고서적)
지역 수필 대회, 지역 신문 및 독자 투고란에 저녀가 쓴 글을 보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장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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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도서: 9–12학년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의 목록입니다. 이외 추천할만한 다른 도
서가 있는지 도서관 사서에게 문의하십시오.
본 도서들은 아래의 장소에서 구하실수 있습니다.
• 학교 도서관
• 학급 문고
• 인근 공립 도서관
작가

도서명

Douglas Adams
Isabel Allende
Maya Angelou
James Baldwin
Octavia Butler
Orson Scott Card
Sandra Cisneros
Robert Cormier
Chris Crutcher
Donald Davis
Buchi Emecheta
Paul Fleischman
Ernest J. Gaines
Donald R. Gallo, editor
Mark Haddon
Lorraine Hansberry
Terry Spencer Hesser
Will Hobbs
Khaled Hosseini
Langston Hughes
Angela Johnson
John Krakauer
Harper Lee
Ursula Le Guin
Anne McCaffrey
Frank McCourt
Toni Morrison
Walter Dean Myers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The House of the Spirits
I Know Why the Caged Bird Sings
If Beale Street Could Talk
Kindred
Ender’s Game
The House on Mango Street
The Chocolate War
Whale Talk
Listening for the Crack of Dawn
The Bride Price
Whirligig
A Lesson Before Dying
Ultimate Sports: Short Stories by Outstanding Writers for Young Adults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A Raisin in the Sun
Kissing Doorknobs
Far North
The Kite Runner
The Collected Poems of Langston Hughes
The First Part Last
Into Thin Air
To Kill a Mockingbird
The Left Hand of Darkness
Dragonsong
Angela’s Ashes: A Memoir
The Bluest Eye
Bad Boy: A Memoir
The Beast
A Step from Heaven
The Beet Fields
Bodega Dreams
Poetry Out Loud

An Na
Gary Paulsen
Ernesto Quinonez
Robert Alden Ru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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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도서명

Marjane Satrapi
Elizabeth Schmidt, editor
Dai Sijie
Art Spiegelman
John Steinbeck
J. R. R. Tolkien
Richard Wright

Persepolis
Poems of New York
Balzac and the Little Chinese Seamstress: A Novel
Maus: A Survivor’s Tale
Of Mice and Men
Lord of the Rings
Black Boy

?

알고
계셨습니까...
읽기를 좋아하는 10대도
종종 스포츠, 클럽, 일, 숙
제로 바빠서 독서활동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관심있는 잡지
기사를 읽는 것으로 독서
를 대신합니다.
유아기를 제외하고 10대
청소년기는 가장 많은 두
뇌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
지는 시기입니다.
많이 읽는 사람이 글도 더
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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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쓰기를 위한
학부모 지원 방법
“자녀에게 알맞는”책 고르기
아래와 같이 지도하십시오.
제목 읽기.
책 표지의 소개 내용 읽기.
목차 읽기.
한 두 페이지 읽어보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물어 보십시오.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흥미가 있는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책이 자녀에게 알맞은 책입니다.
자녀가 흥미있어 하는 주제 포함.
스스로 한 페이지당 95%의 단어를 읽을 수 있는 책.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자녀 스스로 읽을 때 한 페이지당 5개 이상의 단어를 모를 경우.
무슨 내용인지 자녀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들을 위한 읽기 지도 방법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www.nea.org/readacross/parents.html
Reading is Fundamental
www.rif.org/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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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읽기 실력이 부족할 때 할 수 있는 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자녀가 읽는 법을 쉽게 배우지 못할 때도 있으니 당
황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글을 읽어 주시고 읽기를 정기적이고 즐거운 가족
활동으로 만드십시오. 또한 글을 읽는 모범을 보이십시오. 자녀에게 부모
나 다른 어른이 책, 잡지, 신문을 정기적으로 읽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 자녀가 집에서 글을 읽도록 권장하시고 흥미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집에
서 읽을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독서를 많이 할수록 책
을 잘 읽을수 있게 됩니다.
• 자녀가 학교나 공립 도서관에서 책을 녹음한 테이프, 소설, 논픽션, 잡지,
만화책, 아동 도서등의 다양한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는지 교사와 상담하십시오.
• 자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과 후 개인지
도와 다른 특별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
십시오. (교사, 교장, 학부모 코디네이터와
상담하십시오.)
• 방과 후 프로그램과 지역 기관이 제공하는
여름방학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십시오.
(이 안내서 뒷면의 “가족 읽기 쓰기 지역 사
회 지원”을 참조) 공립 도서관의 여름 독서
클럽과 같은 많은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됩
니다.

?

알고
계셨습니까...
여름 방학동안에 전혀 책
을 읽지 않는 학생은 연습
부족으로 읽기 능력이 최
대 24% 저하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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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독서 동기 유발하는 방법
청소년들이 스스로 글을 읽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
• 청소년들은 정보책자, 잡지, 신문, 유머책, 만화책, 그래픽 소설, 소설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읽을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
십시오.
• 다양한 읽기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바쁜 10대들은 잡지를 훑
어보고 제목만 읽고 그림을 자세히 살피기도 하고 때로는 기사 전체를 읽
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읽기 방식을 즐기다 종종 더 다양한 읽기에 흥
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 무엇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 대화하시고 자녀가 배운 새로운 지식을 공유
하십시오.
• 매일 읽어주시고 부모나 다른 어른이 책 읽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 주
십시오.
• 영화나 텔레비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책을 읽도록 권하고 책이 영화
와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십시오.
• 사서로부터 자녀가 좋아하는 책을 추천받도록 하십시오. 10대들은 친구
들이 추천한 책을 읽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 자녀가 흥미있어 하는 주제에 관한 책을 읽도록 권장하십시오. 청소년들
은 자신의 삶과 연관된 책을 읽기를 선호하며 단순히 읽는 즐거움 보단
목적이 있는 독서를 더 선호합니다.
• 읽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도전하도록 도와주십시
오. 청소년들은 단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 볼것이 많은 책을 읽을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많은 도서관들이 10대에게
어필하는 다양한 그래픽 소설, 삽화가 있는 정보 책자, 사진책들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 시, 단편집, 자서전, 회고록, 수필, 소설, 역사 소설을 포함한 다양한 장
르의 책을 읽도록 권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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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쓰기와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는 가족들이 함께 배우고 즐기며 그와 동시에 읽기 쓰기를 지원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젼/비디오/영화
TV나 영화를 시청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읽기 쓰
기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함께 시청한뒤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
인하기
• 문의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장려하기
•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에 대해 대화하기
• 영화 평론과 같이 감상한 영화를 분석하고 다
른 영화와 비교하며 영화나 비디오에 대한 의
견을 제시하기
• 자녀가 생활 속에서 경험한 내용을 시청한 프
로그램과 연관시키기

?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 소아학회는 유아들
의 TV 시청을 하루에 한
시간으로 제한하도록 조
언하고 있습니다.
다섯살까지의 유아는 컴
퓨터 게임 사용을 배우는
것보다 전통적인 장난감
놀이를 하는 것이 더 중요
합니다.

녹음된 책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테이프나 CD에 녹음된 책을 찾아 차, 기차 또는 자녀가 들
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서든지 들려 주십시오.
다양한 책들이 공립 도서관을 통해 전자도서(e-books)화 되고 있으며 가정의
컴퓨터를 이용해 대출할 수도 있습니다.

The Andrew Heiskell Braille and Talking Book 도서관은 수천 권의 녹음
된 책과 점자책을 무료로 배달해주는 우편 대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명, 시각 장애, 책을 들고 읽기 힘든 신체적 장애, 난독증과 같은 유기적 기능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출판물을 읽기 힘든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거주자는 나이
에 관계 없이 우편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 안내
서 뒷면의 “가족 읽기 쓰기 능력 개발 지역사회 지원” 부분을 참조하여
The Andrew Heiskell Braille and Talking Book 도서관의 연락처를 알아
보시거나, 인근 공립 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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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으나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믿을만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인터넷을 통해 수준 높은 정보를 얻도록 다음과 같이 도울 수 있습니다.
• 잡지 기사나 백과사전과 같은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기 위해 도
서관 카드를 이용하십시오.
• 특정 주제를 검색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을 수 있도록 자녀를
도와 주십시오.
• 여러가지 의견과 다양한 정보 출처를 찾아보도록 장려하십시오.
• 열람한 정보를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도록 장려하십시오.
누가 썼으며 왜 쓰여졌나?
사실인가 의견인가?
글쓴이가 어떻게 내용이 사실인지 설명하고 있는지?
같은 주제로 찾은 다른 정보와 이 정보는 서로 일치 되는지?
• 자녀가 컴퓨터로 무엇을 보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
시면 자녀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알려 달라고 하십시오.
• 다음과 같은 아이들의 인터넷 검색을 돕는 웹사이트를 사용하십시오.

Ask Jeeves for Kids www.ask.com
Kids Click! www.kidsclick.com
Kids.Net.Au www.kids.net.au
Yahooligans kids.yahoo.com
•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적절한 다른 웹사이트를 추천해주는 다
음과 같은 웹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Awesome Library www.awesomelibrary.org
Berit’s Best Sites for Children www.beritsbest.com
Great Web Sites for Kids www.ala.org/greatsites
Kids Konnect www.kidskonn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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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대화
인터넷은 타인과 대화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
니다. 어린이들은 종종 이메일을 보내고 방과 후에
온라인 채팅을 합니다. 자녀가 안전하고 적절하게 인
터넷을 사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칙
은 어린이들의 휴대전화 사용에도 적용됩니다.
• 온라인으로 자녀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지 알아보십시오.
• 자녀가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확인하
십시오.
• 자녀가 적절한 채팅 사이트만을 사용하고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

알고
계셨습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
지 않고도 그 주소의 마지
막 세 문자만으로 많은 것
을 알수 있습니다. com은
“상업용,” gov는 정부
기관이 소유한 사이트,
edu는 “교육”을 의미하
며 보통 학교나 대학교 사
이트에 쓰여지며 org는
도서관, 자선단체, 혹은
그외 비영리 단체 사이트
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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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쓰기관련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가족 읽기 쓰기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
도서관, 박물관, 레크리에이션 부서, 공원, 예술과 청소년 프로그램, 다양한 기관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많은 자원은 어린이의 성장과 읽기 쓰기 능력 향상을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름방학 활동은 아이들이 전 학년에 배운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
다. 공립 도서관은 권장 도서, 다양한 활동, 이동 도서관과 같은 지역사회 프로그
램을 포함한 여름 독서 프로그램을 후원합니다. 공립 도서관의 여름 프로그램에
관하여 더 자세한 정보와 자녀에게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을 원하시면, 아래
의 공립 도서관으로 문의하십시오.
많은 기관들이 가족을 위한 읽기 쓰기 활동을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합니다.
기관

제공되는 서비스

Andrew Heiskell Braille and Talking Book Library
40 West 20th Street
New York, NY 10011
212-206-5400
TDD 212-206-5458
24 시간 음성 사서함 212-206-5425

5개 보로 (borough) 전역
에 모든 연령의 시각 장애
자와 학습장애 주민을
위한 도서관

E-mail: ahlbph@nypl.org or talkingbooks.nypl.org
Brooklyn Public Library (브루클린내 60개 장소)
718-230-2100
brooklynpubliclibrary.org
http://www.brooklynpubliclibrary.org/kids/
http://www.brooklynpubliclibrary.org/teens/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여름 독서 프로그램
책 목록
성인대상 ESL교육
성인대상 읽기 쓰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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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되는 서비스

DYCD Family Literacy Programs

시전역에 걸친 학부모와 아
이들의 읽기 쓰기 능력 향
상 프로그램

www.nyc.gov/html/dycd/html/services-literacyprograms.html
Learning Leaders
212-213-3370

읽기 쓰기 프로그램과 자원
에 관한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정보

http://www.learningleaders.org/resources/links.php
The Literacy Assistance Center
212-803-3300
www.lacnyc.org
가족 읽기 쓰기 교육 자원

www.lacnyc.org/resources/familylit/
familylit.htm#directory

성인및 가족의 읽기 쓰기
교육을 위한 서비스 및 출
판물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무
료 읽기 쓰기 프로그램 정
보찾기 지원

Literacy Hotline
212-803-3333 (무료 전화번호)
24 시간 안내

성인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무료 수업
소개:
– GED
– 기초 교육
- 직업 예비 교육
- 직업 교육
- ESL

뉴욕시교육청

뉴욕시의 학교에 관한 학부
모를 위한 정보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도서관 서비스 사무실: 212-374-0781
학부모 참여 사무실: 212-374-2323
http://schools.nyc.gov/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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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되는 서비스

NYC 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DYCD Services)
212-442-6006

청소년 프로그램
시 정부로부터의 기타
서비스

www.nyc.gov/html/dycd/home.html
뉴욕 공립 도서관

The New York Public Library
(85개의 지역 도서관과 맨하탄,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내 4개 연구 도서관)
212-340-0906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여름 독서 프로그램
책 목록
성인대상 ESL반
성인대상 읽기 쓰기
프로그램

www.nypl.org
kids.nypl.org
teenlink.nypl.org
Partnership for After School Education (PASE)
212-571-2664
www.pasesetter.com
http://www.cmap.info/netmaps/pase/paseMap.asp

Queens Public Library
(Queens내 63개 장소)
718-990-0700
www.queenslibrary.org
www.kidslinq.org
www.teenlinq.org
UFT Dial-A-Teacher
212-777-3380 from 4-7 p.m., 월 – 목

모든 연령의 청소년들을 위
한 1,200개가 넘는 방과
후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위치
정보 지도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여름 독서 프로그램
책 목록
성인대상 ESL반
성인대상 읽기 쓰기
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숙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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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국적인 기관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책 목록 정보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어린이를 위한 책 목록

www.ala.org/ala/alsc/alscresources/booklists/booklists.htm
10대를 위한 책 목록
www.ala.org/yalsa/booklists
학부모를 위한 간행물

Family Information Center of the Clearinghouse on Reading,
English & Communication
reading.indiana.edu/www/indexfr.html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영어와 스페니쉬 지원 학부모 정보자원 웹 서비스

www.reading.org/resources/tools/parent.html

Reading is Fundamental
아이들이 독서를 좋아하도록 돕기위한 학부모 정보

www.rif.org/parents/
미국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
학부모 대상

www.ed.gov/parents/landing.jhtml
학업 성취를 위한 도구

www.ed.gov/parents/academic/help/tools-for-success/index.html
낙오아동방지법: 학부모 가이드

www.ed.gov/parents/academic/involve/nclbguide/parentsguide.html

42 자원

영어 학습자를 위한 자원

National Association for Bilingual Education
www.nabe.org/education/index.html

National Clearinghouse for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이중언어/ESL 자원: LEP 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 읽기 쓰기 프로그램

http://www.ncela.gwu.edu/spotlight/1_parents.html

National Center for Family Literacy
히스페닉 가족 학습 단체

http://www.famlit.org/site/c.gtJWJdMQIsE/b.1697307/k.415C/
Hispanic_Family_Learning_Institute.htm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schools.nyc.gov/Offices/ELL/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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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Kids!)
뉴욕시 공립 도서관
부르클린 공립 도서관 뉴욕 공립 도서관

퀸즈 도서관

신생아부터 12세까지 모든 어린이 초청
도서관 카드 신청
만약 귀하의 자녀가 이미 도서관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새 카드를 발급 받으실 필요
가 없습니다.
자녀가 카드를 갖고 있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영어로 정확히 작성해 주십시오.)

어린이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린이 생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월 / m onth 		

일/Day

		

년 / y ea r

주소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파트 번호______ 보로 혹은 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___ 우편 번호_ 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 주소 및 편지 수신 주소 (위와 다른 경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및 보호자:
다음의 내용을 읽고, A나 B 옆의 밑줄에 체크하신 뒤 서명해 주십시오.
이 양식으로 저는 제 자녀가 도서관 카드를 소지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저는 제 자녀가 선택하
는 자료 및 본 신청서를 통해 발행된 카드를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도서관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지는것에 동의합니다.

A. ___ 1
 2세 혹은 그 미만인 제 자녀가 어린이용 자료 뿐 아니라 청소년 및 성인용 자료를 빌릴수
있습니다.

B. ___ 제 자녀는 어린이용 자료만을 빌릴수 있습니다.
성명 (인쇄체)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브루클린 공립 도서관 718-230-2100 www.brooklynpubliclibrary.org
뉴욕 공립 도서관 (Manhattan, Bronx and Staten Island) 212-576-0031 www.nypl.org
퀸즈 도서관 718-990-0705 www.queenslibrary.org
신원증과 작성한 본 양식을 지역 도서관에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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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공립학교의 뉴비젼 (New Visions for Public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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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설립된 공립학교의 뉴비젼
(New Visions for Public Schools)
은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교육개혁 기관입니다. 뉴비젼은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와 협력하여 교육,
학습, 학생 성취도 레벨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합니다.

NEW VISIONS FOR PUBLIC SCHOOLS
320 West 13th Street • New York, NY 10014
전화 212-645-5110 • 팩스 212-645-7409

www.newvisions.org

뉴욕시교육청
T&I-4715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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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 도서관

퀸즈 보로 공립 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