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닉스: 가족을 위한 가이드.
우리가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즐거움을 위해 읽든, 정보를 얻기 위해 읽든, 우리는 읽은 것을 이해하고 읽은 그로부터 의미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독자는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 다른 지식을 적용합니다. 독자는 다음과 같은
지식을 끌어모읍니다:
•

책과 세상

•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에서 단어들이 사용되는 방식

•

일견에 의해 자동적으로 인식되는 단어

•

알파벳 문자, 그리고 각 문자와 문자군이 나타내는 소리.

책과 세계

알려진 단어

의미

문법

소리-문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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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학습: 파닉스
초기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은 알파벳 문자를 배웁니다. 아이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배웁니다.
•

각 문자의 생김새

•

각 문자를 쓰는 방식

•

소리 내어 말할 때 각 문자와 문자군이 나타내는 소리.

이러한 소리-문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교수법을 '파닉스'라고 부릅니다.

왜 파닉스를 가르치나요?
글을 쓸 때 단어의 철자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고, 글을 읽을 때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도 그 의미를
유추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파닉스는 어떻게 가르쳐지나요?
파닉스 교육은 알파벳의 개별 문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수업은 알파벳의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다음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수업을 구성합니다.
•

보다 많은 단어들의 조합에 사용되는 문자를 먼저 가르칩니다.

•

비슷한 소리가 나거나 비슷해 보이는 글자들은, 몇 차례의 레슨 동안, 서로 분리시켜 가르칩니다.

•

단모음 소리는 초반에 가르칩니다.

읽기 학습에 있어서 파닉스의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The Big Six: a guide for families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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