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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Visual Supports

시각적 지원 활용하기

시각적 지원 활용법  
시각적 지원으로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듣고 보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이의 이해와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각적 지원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발달과 관련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아이를 도와 줄 수 있는 의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기다리고 지켜 
보는’ 것 보다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미지 자료를 
찾는다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장소나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다

소셜 스토리-아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인물을 활용한다

아이에게 해야 할 일을 보여주기 
위해 사물을 이용한다 

만화책을 만든다: 간단한 인물 
그림과 말 풍선을 이용하여 
만화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그림과 단어를 함께 활용한다

아이와 함께 한 번에 한 가지씩 
실천한다

몸 동작, 목소리 크기, 
몸짓 등을 활용한다

타이머나 일정표와 같은 전화기 
앱을 활용한다

루틴들을 색깔 별로 표시한다

왜 효과가 있는가:  먼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시각적 메시지는 영구적으로 기억된다
시각적 지원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함께 제공한다
시각적 지원에는 낱말, 표시, 상징, 사물들이 포함된다 
시각적 지원으로 언어적 메시지를 제한하여 시각적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전달한다

내 아이는 무엇을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
내 아이의 관심사는 무엇이며, 무엇을 잘 하는가 ?
내 아이가 이미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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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Visual Supports
How to use visual supports  

Why they work:  

Anyone can make and use visual supports. Here are some ideas for you:

Visual messages are a permanent reminder
They give a verbal and non-verbal message
They include words, signs, symbols and objects  
They limit verbal messages to make the visual 
message clearer

Visual supports can help you to communicate with your child and help your child to communicate with you.  
If children hear and see things at the same time it can support them to understand and learn.

If you are concerned about your child’s development, see your doctor or a professional that helps your child. 
It is better to talk to someone than to ‘wait and see’.

find images on the internetmake checklists

take photos of places  
and people

social story – use your child or 
your child’s favourite character

use objects to show 
your child what to do

make a comic book script: 
draw and tell the story as 
you go, using stick figures 
and speech bubbles

put words with pictures

do one thing at a 
time with your child

use body movements, 
voice range and gestures

apps on phones, 
i.e. timers, schedules

colour code routines 
and instructions

First, ask yourself:  

What does my child find difficult?
What does my child like?
What are my child’s interests and what is he or she 
really good at?
What can my child already do?

Go to positivepartnerships.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