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것:
언어와 문학
자꾸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녀와 함께 여러 가지 볼일을 보고 있는데 도로, 병원, 혹은 계산대 등에서
갑자기 사람이 많아져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기다려야 할 때 지루해서 안달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학습활동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중에 자녀가 읽기 능력이 준비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들어주세요.
유아는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할 기회를 필요로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자녀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니?”라고 물어보세요. 유아는 부모님이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뻐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문장 또는 몇 줄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이라고 할 때까지 모든 가족들이 교대로 한 문장
또는 몇 줄을 더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를 다시 말하거나 좋아하는 시를 함께 읊는 것은
도전적이고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자녀의 언어를 너무 자주 수정해주면 아이가 당신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이가 표현하려고 하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주위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언어를 구사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노래하고 운율을 맞추어 보세요.
노래와 운율은 유아가 소리와 언어 패턴을 배우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기다리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도울 수 있습니다. 반복이 많은 시와 노래를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유아들은
알파벳노래를 좋아합니다. 종이에 알파벳을 적어주면 당신이 노래할 때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메시지를 찾아 보세요.
자녀가 당신이 보는 문자, 단어, 숫자, 상징을 찾도록 도와 주세요. 유아들은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유아들은 회사나 스포츠 팀 로고를 재빠르게 인식합니다.
문자, 숫자, 상징을 조금 아는 유아의 경우에는 ‘I Spy’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아이가
교대로 주위에 있는 문자와 상징을 찾습니다. “마카로니의 M 자가 보여. 너도 찾을 수 있겠니?”
“시카고불스 농구팀의 상징이 보여요. 엄마도 찾을 수 있나요?”

적어주세요.
부모와 자녀가 읽고 싶은 책, 사야 할 음식, 부모 주위에 있는 사물, 문제를 푸는 방법 등, 함께
‘브레인스톰’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야기를 지어 말하면 부모가 그 말들을 받아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삽화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이가 멀리 있는
친척 또는 친구에게 보낼 편지를 말로 하면 받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당신의 핸드백, 가방, 혹은 기저귀 가방 속에 아동 도서 두세 권을 넣어 다니세요.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자동차에도 책이나 잡지를 몇 권씩 두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주의: 유아가
멀미를 잘한다면 움직이는 차 안에서 책을 봐서는 안됩니다!) 자녀와 볼일 보러 갈 때 도서관
또는 서점에 들리는 습관도 기릅니다.

http://illinoisearlylearning.org/tips.htm 에 접속하시면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것: 언어와 문학” 페이지에서 관련 웹사이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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