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취학 아동을 위한 가정 자원 
 

여러분 자녀의 학습을 돕기 위해 저희와 협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여러분의 자녀 학습의 기반이 되는 학문적, 사회 정서적, 그리고 자기 통제 능력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학교가 휴교하는 동안, 저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일부 웹사이트와 링크 외에도, 저희는 여러분의 학교 준비를 돕기 위해 First 5 

California 에서 제작한 학부모 학교 준비 도구 키트(Parent School Readiness Toolkits)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도구 키트는 학교 준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카운티 전역의 

교육구에서 사용됩니다. 다음은 이 도구 키트에 대한 링크 입니다 

School Readiness Parent Toolkit - English 

School Readiness Parent Toolkit - Spanish 

 

저희는 주에서 제공하는 발달 이정표 뿐만 아니라 제시된 활동을 통한, 연구 기반의 아동 

발달 및 육아 정보에 관한 유익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아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준비 활동과 달력을 첨부했습니다. 

 (insert pdf here) 

애플 스토어나 구글의 무료 앱에 접속하셔서 다음 타이틀을 검색하십시오.  

CDC’s Milestone Tracker App  

Kid Builders 

Footsteps 2 Brilliance 

 

언어/읽기 자원 

그림책 읽기 비디오  

• 100+ Free Video Read Alouds (인디애나폴리스 공립 도서관) 

• Brightly Storytime 
• Harper Kids YouTube Channel 
• KidLit TV 

https://drive.google.com/open?id=0B2NM_3sC8J78TVUyVTl6SXR1Mlk
https://drive.google.com/open?id=1cK0YfnX4k0x5CP-CisiVsZDRW2ftR1Ts
https://www.indypl.org/blog/for-parents/free-video-read-alouds
https://www.readbrightly.com/topics/brightly-storytime/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iYzMwyBPG96EDjV7MAohaCnXoQnqiBmG
https://kidlit.tv/?s=read+out+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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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Wonder, and Learn! (좋아하는 아동문학 작가 및 일러스트레이터 공유 자원)  

• RIF's Literacy Central 
• Storyline Online 

 

동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readingrockets.org/booklists/nursery-rhymes 

 

PBS 의 4-7 세를 위한 Between the Lions, 4-8 세를 위한 Reading Rainbow. 

ABC Mouse: 조기 학습 아카데미 (2-8 세) 

 

수학 및 과학 자원 

NEW: PBS KIDS Daily Newsletter 

COVID-19 로 전국의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PBS KIDS 가 돕고자 합니다. 자녀와 가정에서 

놀면서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활동과 팁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소식지를 

신청하십시오. 

특별한 에피소드부터 요리법, 그리고 활동, 공예품까지, 저희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니엘 

타이거의 이웃(Daniel Tiger's Neighborhood), 와일드 크랫츠(Wild Kratts), 

핑칼리셔스(Pinkalicious) & 피터리프(Peterrific)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팁을 매일 공유할  것입니다. 

 

Subscribe to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PBS KIDS 의 친구들로부터 매일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katemessner.com/read-wonder-and-learn-favorite-authors-illustrators-share-resources-for-learning-anywhere-spring-2020/
https://www.rif.org/literacy-central/search/field_support_type/video-935?query=read%20aloud&field_themes=All&type=All
https://www.storylineonline.net/
https://www.readingrockets.org/booklists/nursery-rhymes
https://www.abcmouse.com/abt/homepage
http://public.pbs.org/PBSKIDSDaily?source=email
http://public.pbs.org/PBSKIDSDaily?source=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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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Cat (3-8 세) Nature Cat 은 동물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연 탐구들로 가득 찬 

흥미진진한 임무들을 포함한 액션으로 가득한 모험을 떠납니다. 

 

Peg + Cat (3-5 세) 페그와 그녀의 조수인 캣이 모험을 떠나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기본 

수학 개념과 기술을 관찰하는 것을 따라가는 수학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입니다. 

 

The Cat in the Hat Knows a Lot About That (4-5 세)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모자 속의 

고양이(the Cat in the Hat)와 그의 친구들 샐리와 닉은 벌집을 탐험하고 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 벌크기로 작아지는 것과 같은 과학 모험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들이 이동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새들과 함께 날아다니거나, 그들이 살기 

위해 의지하는 동물들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꽃 속으로 다이빙을 합니다. 

 

Dinosaur Train (4-5 세)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아이들이 생명과학, 자연사, 고생물학에 

대해 배울 때 필요한 기본적인 과학적 사고 능력을 장려하면서 공룡과 기차에 대한 관심을 

받아들이고 즐거워 합니다. 애니메이션 스토리와 함께 고생물학자들이 진행하는 짧은 

실습 코너도 있습니다. 

 

Sid the Science Kid (4-5 세) 

이 애니메이션은 미취학 아동들의 탐험, 발견, 과학 준비를 돕기 위해 재미있게 구성하여, 

일상 생활에서 과학에 대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시드는 매회 "왜 내 신발이 작아지는가?" 또는 "왜 바나나가 

물렁물렁해지는가?"와 같은 새로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https://www.pbs.org/parents/shows/nature-cat
https://pbskids.org/peg/
https://www.pbs.org/parents/shows/peg
http://www.pbs.org/parents/catinthehat/
http://www.pbs.org/parents/dinosaurtrain/
http://www.pbs.org/parents/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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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m Landing (6-9 세)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자연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적막한 행성 블로브 출신의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 플럼을 만나봅시다. 플럼 랜딩 커리큘럼은 차세대 과학 표준에 부합하며 

아이들에게 건강한 생태계와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둔 과학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WildKratts (6-8 세) 

크리스와 마틴 크랫은 지구상의 동물 서식지를 여행하면서 재미있고 모험적인 

과학교육을 결합한 놀라운 야생동물들을 만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과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관찰과 조사의 기본 기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Wash Your Hands! | Sesame Street in Communities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할 때를 탐구하는 엘모가 등장하여 손 씻는 노래와 활동을 

보여줍니다.. 

 

Handwashing: Step by Step | Sesame Street in Communities 

이 페이지를 인쇄해서 아이들이 색칠을 하고, 오린 후 순서에 맞게 정렬하도록 도와주세요. 

카드들을 욕실 싱크대 근처에 올바른 순서로 붙여 놓으십시오. 다음에 아이들이 손을 씻을 

때, 엘모의 방법을 시도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얼마나 오래 씻어야 하는지 기억하기 위해 

알파벳 노래를 부르세요! 

 

 

https://pbskids.org/plumlanding/
http://www.pbs.org/parents/wildkratts/
https://sesamestreetincommunities.org/activities/handwashing/?fbclid=IwAR0_7TlOfUveEwvYPLP1_N4JRgt4mKJgoQBO384v3hN8GUL_RrSjoNNQybk
https://sesamestreetincommunities.org/activities/handwashing/?fbclid=IwAR0_7TlOfUveEwvYPLP1_N4JRgt4mKJgoQBO384v3hN8GUL_RrSjoNNQybk
https://sesamestreetincommunities.org/activities/teaching-handwashing/?fbclid=IwAR1bTXOih2kIrcLN86MQcsiXSHwaiMTgNEkAk7_r9g6LZX3HuPZ6Z6w6r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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