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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1

언어 및 읽고 쓰기
분명히 보기

출생 – 1세
내 눈은 “H”와 십자(+) 모양을
따라 서서히 움직인다.

2

글자 모양 말하기

(이 시기에는 해당 없음)

3

글자 모양 맞추기

4

3-4 세
내 눈은 “H”와 십자(+) 모양 , 원 - 근,
시야, 그리고 떨어져 있는 디테일한
테스트에 정확히 반응한다.

내 이름 첫 이니셜을 집 주변에서
본다.

2-3 세
내 눈은 “H”와 십자(+) 모양을
따라 서서히 움 직인다 가까이,
멀리, 그리고 나의 시야에 초
점을 맞춘다.
내 이름의 첫 글자를 알아보고 말할
수 있다.

내 침대와 집 주변에서 흥미로운
모양들을 본다. 가족의 얼굴을
알아본다.

두가지 모양을 일치 시킬 수 있다:
선과 곡선

a-d-m-t-v 처럼, 모양이 아주
다른 글자들을 매치할 수 있다.

비슷한 모양의 a-c-e-o-s; b-d-g-p-q;
h-m-n-r-u 등을 정확히 일치 시킬
수 있다.

4-5 세
내 눈은 “H”와 십자(+) 모양 , 원 - 근,
시야, 그리고 거리가 있는 디테일한
테스트 및 근접 디테일 테스트에
정확히 반응한다.
내 이름에 들어있는 알파벳을 포함,
12-15개의 알파벳 소문자를
알아보고 말할 수 있다.
비슷한 모양의 a-c-e-o-s; b-d-g-p-q;
h-m-n-r-u; f-j-l-t; k-v-w-x-y-z 등을
구분하고 일치 시킬 수 있다.

일견 단어 (sight
words)

엄마,아빠가 일상적 물건의
이름부르는 것을 듣는다.

눈에 익은 물건을, 부르는데로 짚을
수 있다.

집안의 다섯가지 상용 물건에 대한
라벨을 볼 수 있다.

우리 집안의 일상적인 물건
다섯가지의 라벨을 알아보고 뜻을
안다.

우리 집안의 일상적인 물건
열가지의 라벨을 알아보고 뜻을
안다.

5

노래, 챈트, 운율
맞추기

ABC 및 숫자 노래같은 것을 매일
듣는다. 간단한 유아 운율이나 시가
좋다.

ABC및 숫자 노래 일부를 부를 수
있다. 유아용 운율을 자주 듣는다.

ABC 와 숫자 노래를 독자적으로
노래/챈트하며, 4-5 개의 노래를
외울 수 있다.

알파벳과 숫자를 가리키면서
ABC와 숫자 노래를 할 수 있다. 610개의 유아용 노래를 외운다.

6

글자음을 말하기

엄마, 아빠가 글자의 음을 강조해서
말하시는 입 모양을 바라본다.

모음을 쉽게 따라한다.

ABC및 숫자 노래를 부르거나
챈트로 한다. 몇가지 운율에
익숙해져서 일부분을 따라할 수
있다.
내 이름의 첫 글자 음을 말할 수
있다.

내 이름의 모든 알파벳 소리를 낼 수
있다(6-7 개 정도).

내 이름에 있는 알파벳을
포함해서12-15개정도의 알파벳을
소리낼 수 있다.

7

단어의 소리 내기

여러가지 소리에 나는 달리
반응한다.

귀에 익은 운율의 마지막 단어를
도움받아서 말 할 수 있다.

책 이해하기

하루에 20 분씩, 아마도 5 분
간격으로 책이 내게 읽혀 지는 것을
듣는다.

하루에 20분씩, 책이 읽혀 지는
것을 듣고 본다. “….가
어디있지?” 라는 질문에 손으로
가리킴 으로 답할 수 있다.

9

활자 개념 알기

스토리 시간에 책을 가리킨다.
그림이 똑바로 되어있는 지 알 수
있다.

책의 세부분 즉; 책, 페이지, 그림을
가리킬 수 있다. 페이지 넘기는
것을 도울 수 있다.

10가지의 활자 개념을 구분한다;
책, 페이지, 그림에다가 제목, 저자,
겉장, 단어, 알파벳, 페이지 윗부분,
페이지 밑부분 등.

10

말해주는 단어 듣기

11

말하기 능력 개발

엄마, 아빠가 1 시간에 서른번 정도,
가끔 ‘애기 목소리’로 내게
말해주시는 것을 듣는다
뜻을 전달하기 위해 각기 다른
소리, 크기, 억양을 이용하여
옹알이나 목소리를 낸다.

엄마, 아빠가 한 시간에 30번쯤
주로 긍정적인 말을 내게 해주시는
것을 듣는다.
1-2 단어로 된 문장을 말한다.
하루에 2-4 단어를
배운다(16개월). 몇가지 동물
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

엄마, 아빠가 한 시간에 30번쯤
주로 긍정적인 말을 내게 해주시는
것을 듣는다.
2-4 단어로 된 문장을 말한다.
2,000-3,000 단어 를 이해할 수
있다. 짧은 구문을 따라할 수 있고
동물 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

12

이름 적기

크레용을 쥐고 종이에 긁적인다.

종이에 선을 그릴 수 있고 뜻이
있는 낙서를 한다.

글씨 흉내를 낼 수 있다. 3세
가까이 되면 내 이름 의 첫 자를
그릴 수도 있다.

단어의 시작음을 반복한다. 도움을
받아, 익숙한 단어의 음절에서
손뼉을 치거나 폴짝 뛴다. 아무
의미없는 노래를 만들기도 한다.
20 분간의 독서 시간에, 익숙한
책들의 다음 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하게 된다. “무엇” 과 “어떻게”
라는 질문에 3-4 개의 단어로
답한다.
15 가지의 활자 개념을 안다:
이전의 10 가지에, (1) 첫 장;
(2)마지막 장; (3) 활자는 말해지는
단어를 나타낸다는 것; (4) 단어에서
뜻이 나온다는 것; (5) 그림은 뜻을
잘 이해하게 한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이 내게 한시간에 서른번
정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을 듣는다.
4-6 단어로 된 문장을 말한다.
3,000-4,000 단어를 이해한다.
들리는데로 정확히 따라서 말할 수
있다. 질문하고 질문에 답하기도
한다.
내 이름의 알파벳 몇자를 정자로
적거나 따라 쓴다.종이에 적는
흉내를 낸다.

단어의 시작음을 구분한다. 운율이
되는 단어를 말한다. 독자적으로
음절을 손뼉치며 맞출 수 있다.

8

운율이 되는 단어의 끝 음을 따라할
수 있다. 도움을 받아, 익숙한
이름의 음절에서 손뼉을 치거나
깡총 뛸 수 있다.
20분간의 읽기 시간에 나는 단어를
대고 등장 인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도 한다. “왜..”라는 질 문에
답한다.

Ready for kindergarten(KOREAN.KK 07/11)

1-2 세
내 눈은 “H”와 십자(+) 모양을
따라 서서히 움 직인다. 가까이,
그리고 멀리 초점을 맞춘다 .

내 이름의 알파벳을 알아보고 말할
수 있다(약 6-7 개의 알파벳).

20분간의 독서 시간에, 색다른
구성이나 종결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이야기를 내 방식으로 다시
말해줄 수 있다.
이전의 15가지 개념에, (1)
알파벳이 모여 단어를 이루고; (2)
읽을 때는 왼쪽 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3) 위에서 밑으로 읽는다는
것; (4) 왼편 페이지 다음이 오른쪽
페이지라는 것; (5) 구두점은 문장을
이룬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이 내게 한시간에 30번 정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을 듣는다.
약간의 부정확함은 있어도 완전한
문장으로 말한다. 4,000-5,000
단어를 이해하며 새로운 단어들을
정확히 따라할 수 있다.
대소문자를 사용하여 내 이름을
정자로 쓸 수도 있다.

타겟
13

수학적 사고
세기

출생-1세
부모님이 큰 소리로 세는 것을
듣는다.

14

숫자 모양 매치하기

(이 시기에 해당 없음)

15

따라 그리고
덧그리기

필기구를 쥐고 끄적거린다.

16

기하 도형

여러가지 모양의 물건을 갖고 논다.

도형 장난감을 갖고 놀지만 잘
맞추지는 못한다.

동그라미,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을 구분 하고 맞출 수 있다.

17

색상 이름 말하기

부모님이 일상중에 색상 이름
언급하는 것을 듣는다.

색상 이름을 듣는다. 3가지 색상을
가리킬 수 있다 (예. 빨강, 파랑,
노랑).

6가지 색상을 안다 (예,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검정과 하양).

18

아이템 분류하기

8 개월 후, 도움을 받아서 서너가지
물건을 색상이나 타입에 따라
그룹지을 수도 있다.

색상이나 크기에 따라 가끔 물건을
분류한다.

한가지 특성 혹은 유형(예. 색상,
모양, 타입)에 따라 물건을
분류한다.

색상과 모양에 따라 빨리 분류할 수
있다. 큰 것부터 작은 것의 순서대로
놓는다.

19

더하기-빼기

먹는 것이나 노는 것에 대해 “조금
더” 라는 개념을 이해한다.

“조금 더”와 “아무 것도 없는”(모두
사라져버린) 을 이해한다 .

3가지 경우의 물건 그룹을
인식한다. 크고/작은, 조금 더/조금
덜, 모든/아무 것도 없는 상태를
이해한다.

20

패턴 만들기

부모님은 키스 3 번, 손뼉 2 번과
같이 패턴을 이용하여 나와 함께
예측할 수 있는 놀이를 해주신다.

“전” 이나 “후” 같은 간단한 연속성
단어들을 인식 한다. 물건을 차례로
배열한다.

2단계 색상 패턴을 만들 수 있다
(예. 빨강-파랑, 빨강-파랑).

21

공간 관계

간단한 위치 단어, 예를 들어
위로/아래로, 안/바깥 같은 단어를
듣는다.

간단한 위치 단어, 예를 들어 앞/뒤,
위/아래 (over/under) 같은 단어를
듣는다.

10개의 전치사를 안다(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들).

6 가지 경우의 물건 그룹을
인식한다: 보다 큰, 보다 작은,
동등한 등의 개념을 알고 물건을
이용하여 간단한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
2 단계 색상 패턴(AB,
AB)과 3 단계의 연속음(ABC,
ABC)을 카피 그리고/혹은 만들어 낼
수 있다.
20 가지의 전치사를 알며 간단한
퍼즐도 할 수 있다.

타겟
22

사회성 및 정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출생-1세
가족과 돌보미들의 나를 향한 눈
맞춤, 말투,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에서 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2-3세
다른 아이들과 나란히 논다.
“부탁이야” 그리고 “고마워”를
말한다.

3-4 세
다른 애들과 사이좋게 논다. 함께
나누는 법을 배운다.

4-5 세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고 새로운
그룹이나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
두명 이상의 또래들과 사이좋게
논다.

23

주목하는 시간 증가

다른 사람이 나랑 교류할 때, 잠시
주목한다.

1-2세
나의 필요에 즉각 응답해 주시는
부모님으로 인해 나는 사랑받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것을 느낀다.
부모님은 내게 미소짓고, 껴안아
주신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나 가리키는
것을 주목 해서 볼 수 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간단한 과제를
달성한다.

24

지침 따르기

까꿍! 과 같이 차례를 주고받는
게임을 즐긴다.

독자적으로 놀던가, 짦은 시간동안
어른과 함께 하는 놀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2단계 지침을 기억하고 따른다.

문제점이나 산만하게 만드는 점이
있다 해도, 집요하게 최소한
5분정도 과제에 집중한다.
3단계 지침을 기억하고 따른다.
간단한 규칙은 준수한다.

25

책임감

나의 가족에게 매우 의지한다.
일상적인 것에 대해 협조할 수도
있다.

26

정서적 웰빙 계발

음식, 편안함, 사랑, 돌봄 등에 대한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난
안전함을 느낀다. 스스로 안정을
취하는 전략을 보인다.

1-2세
부모님이 물건 세는 것을 듣는다(예.
크래커 1-2-3). 매일의 일상 속에서
숫자를 사용하심을 본다. (예. 신발
2 켤레, 3 계단).
1부터 3까지의 숫자 모양을 맞출 수
있다.
위 아래로(14 개월), 그리고는
동그랗게 (24 개월) 끄적거린다 .

1 단계 지침에 순종하기
시작한다(예. “네 겉 옷을
가져오렴.”)
나는 종종 일상적인 것에 대해
협조한다. 난 돕는 것이 좋다.

내 얼굴, 말, 행동을 통해 여러가지
감정을 드러낸다. 내 충동심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2-3세
5 까지 기억해서 셀 수 있다.

3-4 세
10 까지 차례로 센다. 손가락으로
내 나이를 나타내 보인다.

4-5 세
20 까지 차례로 센다.

1부터 6까지의 숫자 모양을 매치할
수 있다.
손가락이나 크레용으로 모양을
덧그린다. 다른 사람이 만든 모양을
따라 그린다.

숫자 모양을 1 부터 9 까지 맞춘다.

숫자 모양을1 부터 12까지 맞춘다.

알파벳, 숫자, 간단한 도형들을 덧
그리고/혹은 따라 그린다.

알파벳, 숫자, 그리고 평면 도형을
따라 그리고, 덧 그리고 혹은 그릴
수 있다.

12 가지 모양을 맞추고 이름 댈 수
있다: 선, 곡선, 동그라미,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다이아몬드
(마름모), 타원형(타원), 5 각형,
8 각형, 별 그리고 하트 모양 등.
9 가지 색상을 안다:빨강, 파랑,
노랑, 초록, 주황, 보라, 갈색, 까망,
하양 등.

앞 단계의 12가지 모양을 맞추고
명명할 수 있다. 정육면체, 구,
원기둥 같은 입체 도형을 접하게
된다.

과제를 “도울” 때, 격려받기를
좋아한다. 스스로 돕는 기술과
자신감을 계발하기 시작한다.
나와 다른 사람의 기분을 규정할 수
있다. 적절한 활동을 하도록 재지침
받는 것에 대해 잘 반응 한다.

2 단계 지침을 쉽게 기억하고 따를
수 있다. 기본적인 안전 규칙을
이해한다.
내 스스로 옷 입기를 돕고, 장난감을
치우며 간단한 일거리를 해낸다.
화장실 사용 및 위생 문제도 스스로
해결한다.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줄 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주지 않는 것을
배운다.

12가지 색상을 안다 colors: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주황, 보라, 갈색,
까망, 하양, 회색, 핑크, 하늘색 등.
색상, 모양, 크기에 따라 물건의
이름을 말하고 분류할 수 있다. 함께
묶을 수 있는 아이템들끼리 일치
시킬 수 있다.
10까지의 숫자와 양을 인식한다.
보다 큰, 보다 작은, 동등한 개념을
정확히 사용하며 물건을 이용하여
간단한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
2단계 내지 3단계 색상 패턴을
만들어내서 반복할 수 있으며 3단계
내지 4단계의 연속음을 따라할 수
있다. 메모리 게임을 한다.
30가지의 전치사를 알며 보다
복잡한 퍼즐도 할 수 있다.

옷 입기 및 위생, 화장실 사용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활동 후
깨끗히 정리정돈 하는 것을 돕는다.
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
입장이 되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