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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학습단계의 문해력 (literacy) 
'문해력'이라는 단어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의사소통하고, 배우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기술과 지식을 의미합니다.  

문해력이란 다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두 언어  

• 읽기 및 

• 쓰기. 

문해력의 이러한 각 측면에는 다양한 기술과 지식이 포함됩니다. 

초기에는 구두 언어, 읽기 및 쓰기를 별도로 학습하기와 통합적으로 학습하기를 병행합니다. 어떤 때는 

문해력 교육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공식적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 어떤 때는 문해력 기술과 지식이 게임, 노래 그리고 놀이 활동에 통합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것들을 문해력 교육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모두 읽고 쓰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학과 과학 같은 다른 과목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는 해당 과목에 특정한 문해력 교육의 측면 

또한 포함됩니다. 

구두 언어 

학교에서 '말하기와 듣기'라고도 하는 구두 언어는 여타 문해력 기술을 배우기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다음을 통해 구두 언어를 배웁니다. 

• 학급 전체, 소그룹 및 2인1조로 교실 토론에 참여하기 

• 서로 다른 논점으로 이야기하기(예: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기) 

• 책을 소리 내어 읽고 책에 대해 토론 및 대화하기 

• 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시와 운문 낭송하기 

• 반 전체 앞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예: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기) 

• 선생님과 반 친구들의 이야기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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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들이 문해력 교육을 받는 초기에 개발할 중요한 구두 언어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두 지시를 듣고 이해하기  

• 소리 내어 읽은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 

• 질문을 하거나 요청을 하고 답변을 듣기 

• 감정, 생각 및 아이디어를 구두로 표현하기 

•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기 

• 문장 내의 개별적 단어 듣기  

• 운율 등의 소리 패턴을 듣고 따라하기 

다음은 가정에서 구두 언어를 장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에게 '예' 또는 '아니오' 이상의 답변이 요구되는 질문을 하세요. 

자녀에게 생각, 의견, 선호도를 물어보고 설명이나 타당한 이유를 말하도록 하여 더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을 장려하세요.  

• 자녀의 답변을 주의 깊게 그리고 반응하는 자세로 경청하세요. 

• I spy with my little eye, Twenty questions, Celebrity heads, Taboo 등의 말하기 게임을 

하세요 (차 안에서도 이러한 게임을 할 수 있음). 

• 함께 무언가를 하고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함께 요리나 정원 가꾸기를 하고, 버스나 기차로 

여행을 떠나고, 지역 수영장이나 공원을 방문하고, 숲이나 동네를 산책하세요. 그럼으로써 

아이들은 다양한 어휘, 기술적인 용어, 그리고 다양한 문장 구조에 노출될 것입니다. 

• 계획적이거나 자발적인 방식으로 함께 노는 것은 아이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말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게 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북돋아줍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지점토를 사용하고, 흙을 

파고, 분장 놀이를 하고, 장난감 자동차가 달릴 길을 만들고, 퍼핏 놀이를 하고, 카드게임과 

보드게임을 하세요. 

• 노래와 동요를 부르거나 우스꽝스러운 시를 낭송하세요. 단어들의 위치를 바꾸어 보기도 하고, 

당신과 아이가 알고 있는 이름과 지명들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보세요. 

읽기 

아이들은 어린 시절 학교 교육과정에서, 단순한 놀이로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아내기 위해 글을 

읽습니다. 읽기의 목적은 읽고 있는 책, 기사 또는 웹사이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다음을 통해 읽는 법을 배웁니다: 

• 이야기, 시, 논픽션 책 및 웹사이트를 선생님이 소리 내어 읽어주면 이를 듣고 응답하기 

• 선생님 및 학급 친구들과 함께 읽기 

• 소규모 그룹으로 읽기 및 교사와 개별적으로 읽기 

• 새로운 기술을 스스로 시도하고 연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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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교육의 초기 학습 단계에서 어린 아이들은 다음을 포함한 몇 가지 중요한 읽기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킵니다: 

• 책과 웹사이트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작가들과 삽화가들이 만듭니다.  

• 페이지에 인쇄된 단어는 의미를 가지며, 문장을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결합되어 더 긴 

글을 이룰 수 있습니다.  

• 구두점은 독자가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그림과 삽화 또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유익한 책, 기사 및 웹사이트에 의미를 더해 줍니다.  

• 독자의 세상 경험과 다른 책들을 읽은 경험은 자신이 읽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독자마다 읽은 내용에 대해 다르게 반응합니다. 

가정에서 독서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여 아이로 하여금 빌릴 그림책이나 논픽션 책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세요. 

• 거실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반복해서 소리 내어 읽어주세요. 자신이 어린 

시절 좋아했던 책을 아이에게 소개해 주세요. 함께 읽은 책에 대해 재밌었던 점과 감상을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 함께 오디오북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장거리 자동차 여행 중에 해볼만한 활동입니다.)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말해 주세요. 

• 책을 선물해 주세요. 책을 소중하고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세요. 

• 중고 서점과 자선 가게를 방문하여 좋아하는 책이나 새로운 책, 혹은 작가들을 찾아보세요. 

• 좋아하는 책, 이야기 유형, 작가 및 삽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로 하여금 책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과 마음에 들거나 그렇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격려하세요. 

• 당신이 관심을 가진 책, 신문, 잡지, 등 (핸드폰은 안됨)을 읽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온 

가족이 편안한 곳에 앉아 각자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매일 특별한 시간을 가지세요.  

• 집안에서나 어디를 방문할 때, 거리 이름, 상점 간판, 식품 포장지, 그리고 지도 등에 보이는 

활자들을 가리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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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어린 시절 쓰기를 배우고 연습하면서, 아이들은 구두언어 기술, 읽기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다음을 통해 글쓰는 법을 배웁니다. 

• 선생님과 작가의 글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자세히 살펴보기 

• 선생님 및 학급 친구들과의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 학급 단위, 소그룹, 2인1조, 또는 혼자서 글쓰기를 계획하기 

•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업 시간에 함께 글쓰기 

• 파트너와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글쓰기 

• 자신의 글을 공유하고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에게 자신의 글에 대해 이야기하기 

• 다양한 목적으로 글쓰기. 

문해력 교육의 초기 학습 단계에서 어린 아이들은 몇 가지 중요한 쓰기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킵니다. 

아이들은 글쓰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다양한 목적과 청중을 위해 글을 씁니다. 

• 우리는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 우리는 글의 목적에 맞게 단어, 문장 구조 및 글의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 글을 쓸 때는 글자 크기, 구성 및 방향을 일관성 있게 합니다. 

• 철자 지식을 사용하여 일관된 철자를 사용합니다. (철자 지식에는 단어의 소리와 해당 소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문자 사이의 연관성, 단어의 문자 패턴 및 철자 규칙이 포함됩니다.)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글을 쓰기 위한 다음의 아이디어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 장을 보기 전에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 가족과 친구에게 편지, 초대장, 안부 카드, 엽서 및 이메일을 작성해 보세요. 

• 할머니의 요리법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요리법을 베껴써 보세요. 

• 휴가여행을 위해 짐을 싸거나 파티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가족 활동을 계획하는 가운데,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 아이가 그린 그림에 라벨을 붙여 보세요.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글을 

쓰도록 해 보세요. 

• 글쓰기 활동을 포함하는 역할극을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레스토랑 놀이를 하면서 고객 

주문을 받아 적거나, 병원 놀이를 하면서 환자 정보를 기록하거나, 경찰 놀이를 하면서 

목격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역할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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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6개월 된 에린이 엄마에게서 점심 메뉴로 치즈 토스트를 주문 받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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