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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말씀 

시각적 연속물로 자기 관리 기술을 
가르칩니다 
 

옷을 입는것과 같은 자기 관리 기술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각적 연속물은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사진들로서 한 동작을 완성하기 위한 필요한 순서들을 
보여줍니다. 

자기 관리 동작을 몇개의 순서로 나눔으로서 (동작 분석) 
귀하의 자녀가 귀하가 그일을 가르치는것에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우리들은 어느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일에 얼마나 많은 
순서가 있는지 잊어먹는수가 많습니다.  ‘ 치아를 
닦는일’ 을 예로 들면.  그 순서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치솔을 찾기, 치약을 찾기, 치약을 열기, 치약을 치솔에 
짜아 놓기, 입을 열기, 치아를 부드럽게 닦기, 그리고 
입안을 물로 헹구기.  이러한 치아를 닦는 간단한 일도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제, 귀하가 귀하의 자녀에게 자기 관리 일을 

가르치는데에 대한 순서들을 목록화 하십시오.  그 

순서들을 다 목록으로 작성했으면, 자녀가 어느 순서를 

쉽게 잘할수 있고 어느것이 어려울것인지 적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귀하가 가르치기를 시작할때 어느 순서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도움을 줄것입니다. 

시각적 연속물을 준비할때는 어린이들은 (그리고 

성인들도) 한번에 섯, 여섯가지 순서들을 
알아듣는것이 어렵다는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관리 
일에 대한 순서들을 다 목록화 하였으면 시각적 
연속물을 작성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귀하의 
자녀가 다음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1. 동작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아십시오. 

2. 자녀가 이 물건들을 어떻게 사용할수 있는지 알아 
두십시오. 

치솔 갖기 

3. 일을 마치는 연속 동작들을 이해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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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연속물로 자기 관리 기술을 가르치기, 계속 

사용할 사진의 종류들 

자기 관리 동작을 하는 형제의 사진들, 잡지에 서 잘라낸 
사진들, 또는 귀하가 직접 그린것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 엔진 (Visuals Engine )을 방문해 사진 기호들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진들이 선명하고 사진이나 그림에 

있는 물체들을 자녀가 쉽게 알수 있는것인지 확인 

하십시오..  연속동작물의 각 순서에 글로 붙여놓는것은 

자녀의 자기 관리 동작에 관련된 모든 이에게 

확인시켜주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낱말들  “치솔 갖기” 는 치솔 사진의 위에 적어놓을수 
있습니다.  동작을 묘사하는 같은 낱말들을 
사용하는것은 자녀가 이 동작의 순서를 배우는것을 더욱 
쉽게 합니다. 

새 기술을 가르치기 

자녀에게 새 기술을 가르칠때에는 가르치는 장소가 
정돈되 있고 방해하는것들이 없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자녀가 이를 닦을때 필요한 
물건들을 캐비넷에나 카운터위의 작은 공간에 둘수 
있습니다.  색깔있는 치솔과 ‘ 어린이 용’  특별한 
치약은 자녀가 ‘ 이를 닦는것’ 을 즐기는데 도움을 
줄것입니다. 

시각적 연속물을 자녀의 눈높이로 하여 각 순서의 
사진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동작을 끝마치기 전에 
그 래벨 붙인것을 읽어 주십시오.  이것은 각 특정 동작과 

사진과의 연관성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녀가 시각적 
연속물을 잘 알게 되면, 다음 순서를 말하거나 손으로 
표시하라고 자녀에게 말할수 있습니다. 

동작의 몇 순서들은 자녀가 안다 해도 신체적으로 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자녀가 만약 하기 어려우면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손으로 순서를 안내해 주십시오.  
동작의 거의 모든것을 자녀가 귀하로부터 도움이 
필요한것은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노력을 
귀하가 칭찬해 주는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몇 순서를 스스로 약간의 

감독만으로 수있게 될지 모릅니다.  

이 때에 시각적 연속물의 사진들을 줄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솔과 치약을 갖기’, ‘이빨 닦기’, 그리고 ‘입 

헹구기’ 등입니다.  자녀가 치아를 옳게 닦는것에 

확신할수 있으면 자녀가 하루에 한번정도는 스스로 

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시각 연속물을 계속 두어 다시 

볼수 있도록 확인 하십시오! 

시각적인것이 자녀가 이해하고 의사표현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것을 기억하십시오.  시각적인것으로 
귀하의 자녀에게 자기 관리 기술을 가르치는것은 독립적 
습관에 대한 첫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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