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탐구: 프리스쿨 관련 서비스 학부모 자료
학부모님께,
NYC 교욱청(DOE) 프리스쿨 관련 서비스 학부모 자료를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귀 자녀가 학급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넓혀가고 지원할 방법을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동 발달의 5 영역 내에서 해볼 수 있는 일상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 접근 방법 (호기심, 인내심, 창의력 및 상상력)



신체 발달과 건강 (걷기, 오르기, 춤추기, 색칠하기, 자르기 및 그림 그리기)



사회 정서 발달 (타인과 어울리기, 감정 표현하기, 이해하기 및 일과 따라하기)



의사소통, 언어 & 읽기 쓰기 (명확히 말하기, 스토리 이해하기 및 질문하기)



인지력 및 세상에 관한 지식 (숫자 세기, 패턴 이해하기, 예측하기 및 관찰, 가족 및 지역공동체에
관한 인식)

NYC DOE 프리스쿨 관련 서비스 학부모 자료 이번호에서는 식물을 주제로 귀 자녀가 pre-K 학급에서 배울만한
내용을 알아 봅니다. 이 주제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는 자기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탐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부모님께서 자녀가 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물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
배우는데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스쿨 관련 서비스팀

프리스쿨 관련 서비스 팀은 DOE 특수교육 담당실 소속입니다. 이 팀은 작업 치료, 물리 치료사,
언어치료사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5 개 보로 전역의 학생들의 학습 준비를 돕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및 프리스쿨 특수교육 절차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DOE 웹사이트 schools.nyc.gov 로 가신
후 Special Education” 및“Moving to Preschool”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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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치료는 학교 및 사회적 환경에서 아동의 듣기, 말하기, 어휘력 및 언어 이해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활동은 이러한 영역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언제, 그리고 어디 등의 어휘를 사용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예: “오렌지가 이곳 상점까지 어떻게 왔을까?”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자녀에게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주고 맛보도록 하십시오. 각각의 과일이나 채소 모양과 냄새,
맛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들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관한 질문을 해 보십시오.



자녀와 맞추기 게임을 해보십시오. 식물, 과일, 채소와 관련된 묘사를 해 보십시오. 예: “이것은
주황색이고 길다랗고 토끼들이 좋아해.”



자녀가 2 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아트 프로젝트를 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자녀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각 단계의 순서를 정하도록 하십시오. 예들 들어, "처음엔 꽃을 그리고, 그
다음엔 잘라낸다."

물리 치료 는 걷기, 뛰기, 균형 잡기 및 조화 등과 같은 아동의 대근육 개선에 초점을 둡니다. 다음 활동은 이러한
영역에서 도움이 됩니다:


야외에 있을 때, 자녀가 행진하고, 점프하고, 깡총 뛰고, 달리기를 하는 동안 잎사귀와 가지, 꽃이나 나무
껍질 등을 주워 집에 와서 아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상점에서 자녀가 카트를 밀고 과일이나 채소를 골라 카트에 담게 하십시오.



산책을 나가 자녀가 낙엽 더미나 나무에서 갓 떨어진 잎사귀 위에서 발을 굴러보게 하십시오. 낙엽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식물의 성장에 관한 노래를 부르거나 책을 읽어 보십시오. 자녀가 허리를 구부렸다가 천천히 일어서서
하늘로 팔을 뻗는 식으로, 식물의 성장하는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게 해 보십시오.

작업 치료 는 소근육, 시각적 인지력, 정리, 감각처리 및 집중력 등의 개선을 통해 아동이 일상 생활 및 교육적 환경
속에서 독립성을 기르는 것을 돕습니다. 다음 활동은 이러한 영역에서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모래나 흙, 진흙, 물감, 면도 크림 위에 식물이나 꽃을 그려보거나 플레이도로 식물이나
꽃을 만들어 보게 하십시오.r



인덱스 카드에 각기 다른 식물이나 꽃을 한 쌍으로 그린 후, 자녀와 메모리 게임을 해 보십시오. 자녀가
카드 앞면을 밑으로 가게 일렬로 늘어놓게 하십시오. 한 사람씩 차례로 카드를 뒤집은 다음, 이것과
똑같은 카드를 찾습니다.



자녀에게 다양한 크기의 콩과 씨앗을 주십시오. 이것들을 작은 주머니에 담고 자녀가 한 번에 하나씩
끄집어 내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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