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언어능력 및 기초수리능력 안내서
자녀를 지원해주세요

기초언어능력이란 무엇입니까?

기초언어능력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읽기, 보기, 쓰기, 계획하기, 말하기, 듣기 능력을 말합니다. 

기초언어능력이 왜 중요한가요?

기초언어능력은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언어능력은 책, 신문, 잡지, 시간표, DVD,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표지, 지도, 

대화, 설명서 등의 다양한 문서자료, 영상자료, 음성 텍스트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녀의 기초언어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방법들

연구에 따르면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이 자녀 교육에 참여할 때 자녀의 동기와 성취가 

향상됩니다.

일상에서 자녀의 기초언어능력 학습을 격려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 기초언어능력 습득을 위한 자녀의 노력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 일상생활에서 기초언어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기

• 자녀가 신문, 소설책, 만화책, 잡지, 

웹사이트, 이메일, 시간표, 설명서, 

조리법 등의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보도록 격려하기

• 자녀가 인쇄 및 전자 자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용도의 글을 쓰고 

디자인 하도록 격려하기 - 초대장, 

감사인사, 쇼핑리스트, 메시지, 일기, 

전자슬라이드쇼

• 자녀가 다양한 목적으로 말을 하고 

듣도록 격려하기 - 함께 농담 하기, 

지시하기, 정보 묻기 등

• 언어 사랑 공유

• 목적이나 독자에 따라 텍스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토의하기 - 예: 학교 

프로젝트에서 다른 철자를 사용해서 

문자메시지 보내기  

• 읽거나 본 것 중 재미있었거나 

흥미롭거나 유용했던 것을 자녀에게 

말해주기

• 좋아하는 작가, 제작자, 감독, 삽화가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기

• 새로운 단어나 문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책으로 된 사전이나 전자 

사전으로 찾아보기

• 단어를 즐기고 단어 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게임 하기 

• 지역사회 정보원, 지역 및 학교 도서관, 

클럽, 지역사회 단체,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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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수학능력을 자신있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초수리능력이 왜 중요합니까?

기초수리능력은 일상생활에서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시간개념 이해, 다양한 일상활동(요리, 지도나 

청구서 읽기, 설명서 읽기, 운동시합)을 위한 숫자, 패턴, 모양 등을 이해하기 위해 

기초수리능력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기초수리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방법들

연구에 따르면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이 자녀 교육에 참여할 때 자녀의 동기와 성취가 

향상됩니다.

일상에서 자녀의 기초수리능력 학습을 격려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기초수리능력이란 무엇입니까?

• 자녀가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도록 격려하기 

- 양이 얼마인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수량이 얼마인지

• 일상생활에서 숫자, 패턴, 모양의 사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기 - 도서관 책에 표시된 

숫자들, 놀이터 집 건축물 안의 공간적 

패턴이나 모양.

• 부모가 직업이나 실제 생활에서 수학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해주기 - 요리, 지도 읽기, 

건축 및 스포츠 경기 

• 쇼핑, 예산, 신용카드 등 돈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기 

• 사물의 수치 추정, 측정, 길이와 높이 비교, 

무게 등을 비교하고, 용기에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 줄자나 주방용 저울 등의 일상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측정 단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기

• '이해가 되니?', '이 답이 합리적이니?' 혹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을까?' 등의 

질문하기

• 학습 기간, 휴가 계획, 대중교통 이용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시간표, 달력, 시계 등을 

관찰하고 이용하기

• 자녀가 물건 값을 파악하고 잔돈 액수를 

계산하도록 돕기

• 잡지, 책, 신문, 번호판을 이용해서 숫자 

게임하기

• 장난감, 책, 옷, 신발 등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숫자 세기

자녀의 기초언어능력과 기초수리능력 개발을 돕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education.qld.gov.au/parents/map를 방문하시거나 자녀의 

교사나 학교에 연락하십시오.

기초언어능력 및 기초수리능력 안내서
자녀를 지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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